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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포상안내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공무원의부패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율적인부패방지노력을확산시켜

나가기위해공익신고자포상금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식검훈령제118호)

신고대상부패행위

부패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부패행위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
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자체조사한결과사실로확인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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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 :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에접속하여「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서면, 전화, 방문 등편리한방법으로신고

식물검역원직원 : 홈페이지「원장과의대화방」, 「부조리신고센터」등사이버신고센터를이용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서면, 전화,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신고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신고방법

국립식물검역원
행동강령책임관 전화 031)420-7610 | FAX 031)42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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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인터넷홈페이지(http://www.npqs.go.kr)에도「식물검역정보」를

게시하였으니많은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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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QS

고시개정

1. 고시 배경

’09년12월30일타즈마니아주산양벚생과실에

대한위험관리방안이 최종확정됨에따라수입

금지제외기준을제정고시하고자함

⇒「수입금지 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

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

허용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식검고시제2009-91호)」을개정고시

2. 주요 추진 경과

○’05. 3월:  타즈마니아산양벚우선검토요청

(’94년최초요청)

○’07. 1월 : 타즈마니아산 양벚 병해충위험

분석착수

○’08. 3월 : 예비병해충위험평가결과통보

○’09. 6월 : 개별병해충위험평가 결과통보

및관리방안요구

○’09. 11월 : 양벚 생산과수원 및 선과장

현지조사

○’09. 12월 : 관리방안 초안 작성 및 전문가

의견수렴

○’09. 12. 30일 :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위험

관리방안확정

3. 주요 수입요건

○적용품목: 타즈마니아주에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수출용과수원및선과장호주검역당국에

등록

호주타즈마니아주산양벚수입금지제외기준고시(안) 보고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자료공간→법령&고시’코너에서고시전문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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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과수원및선과장정보한국측에제공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및

저발생증명

○600개 생과실에 대한 코드린나방 감염

여부조사

○호주 검역당국의 수출검사 및 검역병해충

무감염증명

○매년수출시즌한국검역관의현지모니터링

조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0.2.24.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3년2월24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잡초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국 립 식 물 검 역 원 장

병해충에해당되는잡초

제정 2009. 3. 5.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1호

개정 2010. 2.24.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호

병해충에해당되는잡초

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에따라

병해충에해당되는잡초를별표와같이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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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과명 국명 비고

Abutilon avicennae 아욱과

Abutilon theophrasti 아욱과 어저귀

Acalypha australis 대극과 깨풀

Aeginetia spp. 열당과 담배대더부살이속 기생식물

Aeschynomene indica 콩과 자귀풀

Alectra spp. 현삼과 기생식물

Alternanthera philoxeroides 비름과 관리잡초

Amaranthus hybridus(=A. chlorostachys) 비름과 긴털비름

Amaranthus lividus 비름과 개비름

Amaranthus retroflexus 비름과 털비름

Amaranthus spinosus 비름과 가시비름

Ambrosia artemisiifolia(=A. artemisiifolia var. elatior) 국화과 돼지풀

Ambrosia trifida 국화과 단풍잎돼지풀

Ammophila arenaria 화본과

Amsinckia intermedia 지치과 관리잡초

Aneilema nudiflorum 닭의장풀과

Apera spica-venti 화본과

Arceuthobium spp. 겨우살이과 기생식물

Arenaria serpyllifolia(=A. serpyllifolia var. tenuior) 석죽과 벼룩이자리

Artemisia absinthium 국화과

Artemisia verlotiorum 국화과

Asclepias syriaca 박주가리과

Aster pilosus 국화과 미국쑥부쟁이

Asystasia gangetica ssp. micrantha 쥐꼬리망초과

Avena fatua 화본과 메귀리

Avena sterilis 화본과

Baccharis halimifolia 국화과

Berberis vulgaris 매자나무과

Bidens frondosa 국화과 미국가막사리

Bidens tripartita 국화과 가막사리

Buchnera hispida 현삼과 기생식물

Calamagrostis canadensis(하위분류군포함) 화본과

Calystegia japonica 메꽃과 메꽃

Carex flagellifera 사초과

Cassytha spp. 녹나무과 기생식물

Cenchrus calyculatus 화본과

Cenchrus longispinus 화본과 이삭가시풀 관리잡초

Centaurea jacea 국화과

Centaurea repens 국화과 관리잡초

Centaurea solstitialis 국화과 관리잡초

Cheilanthes sieberi(하위분류군포함) 공작고사리과

Chenopodium album 명아주과 흰명아주

Chenopodium ficifolium 명아주과 좀명아주

Christisonia spp. 열당과 기생식물

Chrysanthemum segetum 국화과

Cirsium arvense 국화과 캐나다엉겅퀴 관리잡초

Cirsium vulgare 국화과 서양가시엉겅퀴 관리잡초

[별표]

병해충에해당되는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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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과명 국명 비고

Cistanche spp. 열당과 기생식물

Commelina benghalensis 닭의장풀과

Conium maculatum 산형과 독당근? 관리잡초

Conyza canadensis(=Erigeron canadensis) 국화과 망초

Cortaderia selloana 화본과

Cuscuta spp. 메꽃과 새삼속 관리잡초

Cynara cardunculus 국화과

Cyperus difformis 사초과 알방동사니

Cyperus eragrostis Lam. 사초과

Cyperus longus 사초과

Dendrophthora spp. 꼬리겨우살이과 기생식물

Digitaria ciliaris(=D. adscendens) 화본과 바랭이

Digitaria sanguinalis 화본과

Diplotaxis tenuifolia(=Brassica tenuifolia, Sisymbrium tenuifolium) 십자화과

Echinochloa colona 화본과

Echinochloa crus-galli 화본과 돌피

Echinochloa crus-galli var. echinata 화본과 물피

Echinochloa crus-galli var. praticola 화본과 좀돌피

Echinochloa oryzoides(=E. oryzicola, E. phyllopogon) 화본과 강피(논피)

Echium plantagineum 지치과

Egeria densa(=Elodea densa) 자라풀과

Elaeagnus angustifolia 보리수나무과

Eleocharis kuroguwai 사초과 올방개

Eleusine indica 화본과 왕바랭이

Emex australis 마디풀과 관리잡초

Erigeron annuus(=Aster annuus) 국화과 개망초

Eupatorium adenophorum 국화과

Eupatorium cannabinum 국화과

Eupatorium rugosum 국화과 서양등골나물

Euphorbia cyparissias 대극과

Fimbristylis miliacea 사초과 바람하늘지기

Galega officinalis 콩과

Galinsoga ciliata 국화과 털별꽃아재비

Galium aparine 꼭두서니과 큰갈퀴덩굴

Galium spurium 꼭두서니과 갈퀴덩굴

Geranium dissectum 쥐손이풀과 관리잡초

Ginalloa spp. 겨우살이과 기생식물

Glyceria maxima 화본과

Glycine soja 콩과 돌콩

Gomphocarpus fruticosus 박주가리과

Gymnocoronis spilanthoides 국화과

Hakea sericea Proteaceae

Heracleum mantegazzianum 산형과

Hieracium aurantiacum 국화과

Hieracium pilosella 국화과

Holcus mollis 화본과

Humulus japonicus 삼과 환삼덩굴

Hydrocotyle bonariensis 산형과

Hydrocotyle umbellata 산형과

Hypericum androsaemum 물레나물과

Hypochaeris radicata 국화과 서양금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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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과명 국명 비고

Ipomoea palmata 메꽃과

Iva xanthifolia 국화과 관리잡초

Juncus inflexus 골풀과

Kalmia angustifolia 진달래과

Lactuca serriola(=L. scariola) 국화과 가시상치

Lagarosiphon major 자라풀과

Leptochloa chinensis 화본과 드렁새

Linaria dalmatica 현삼과 관리잡초

Linaria repens 현삼과

Lindernia dubia 현삼과 미국외풀

Lindernia micrantha 현삼과 논뚝외풀

Lindernia procumbens 현삼과 밭뚝외풀

Marrubium vulgare 꿀풀과

Marsilea minuta 네가래과

Melampyrum arvense 현삼과 기생식물

Melampyrum lineare 현삼과 기생식물

Melampyrum sylvaticum 현삼과 기생식물

Melinis repens
(=Rhynchelytrum repens, Tricholaena repens, Saccharum repens)

화본과

Mentha pulegium 꿀풀과

Mimosa pigra 콩과

Monochoria korsakowii 물옥잠과 물옥잠

Monochoria vaginalis(=M. vaginalis var. plataginea) 물옥잠과 물달개비

Myosotis arvensis 지치과 관리잡초

Myriophyllum aquaticum 개미탑과

Myriophyllum proserpinacoides 개미탑과

Notothixos spp. 겨우살이과 기생식물

Odontites verna 현삼과 기생식물

Orobanche spp. 열당과 초종용속 관리잡초

Osyris spp. 단향과 기생식물

Oxalis pes-caprae 괭이밥과

Panicum capillare 화본과

Panicum dichotomiflorum 화본과 미국개기장

Panicum repens 화본과

Paspalum distichum 화본과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화본과 털물참새피

Paspalum orbiculare 화본과

Passiflora suberosa 시계꽃과

Passiflora subpeltata 시계꽃과

Pennisetum macrourum 화본과

Pennisetum rupelii 화본과

Pennisetum setaceum 화본과

Pennisetum villosum 화본과

Phalaris brachystachys 화본과

Phelypaea spp.(=Phelipaea spp.) 열당과 기생식물

Phoradendron spp. 겨우살이과 기생식물

Phthirusa spp. 꼬리겨우살이과 기생식물

Phyllanthus niruri 대극과

Picris echioides 국화과 관리잡초

Poa annua 화본과 새포아풀

Poa chaixii 화본과

Polygonum aviculare 마디풀과 마디풀

Polygonum barbatum 마디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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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과명 국명 비고

Polygonum hydropiper(=Persicaria hydropiper) 마디풀과 여뀌

Polygonum persicaria(=Persicaria vulgaris) 마디풀과 봄여뀌

Portulaca oleracea 쇠비름과 쇠비름

Potentilla anserina(=Argentina anserina) 장미과

Ramphicarpa spp. 현삼과 기생식물

Rhinanthus spp. 현삼과 기생식물

Rotala indica 부처꽃과 마디꽃

Ruellia tweediana 쥐꼬리망초과

Rumex acetocella 마디풀과 애기수영

Rumex acetosa ssp. thyrsiflorus(=R. thyrsiflorus) 마디풀과

Rumex crispus 마디풀과 소리쟁이

Rumex obtusifolius 마디풀과 돌소리쟁이

Sagittaria montevidensis 택사과

Sagittaria pygmaea 택사과 올미

Sagittaria sagittifolia 택사과

Sagittaria trifolia 택사과 벗풀

Salvinia cucullata 생이가래과

Salvinia molesta 생이가래과 관리잡초

Scirpoides holoschoenus(=Scirpus holoschoenus) 사초과

Scirpus acutus(=S. lacustris L.) 사초과

Scirpus articulatus 사초과

Scirpus juncoides(=S. juncoides var. hotarui) 사초과 올챙이고랭이

Scirpus planiculmis 사초과 새섬매자기

Senecio vulgaris 국화과 개쑥갓

Seymeria spp. 열당과 기생식물

Sicyos angulatus 박과 가시박

Silene vulgaris 석죽과

Solanum carolinense 가지과 도깨비가지

Solanum dimidiatum 가지과

Solanum dulcamara 가지과

Solanum elaeagnifolia 가지과 관리잡초

Solanum nigrum 가지과 까마중

Solanum rostratum 가지과

Solanum tampicense 가지과

Solanum torvum 가지과

Solanum viarum 가지과 왕도깨비가지

Solidago altissima 국화과 양미역취

Sonchus asper 국화과 큰방가지똥

Striga spp. 현삼과 관리잡초

Thesium spp. 단향과 제비꿀속 기생식물

Thonningia spp. Balanophoraceae 기생식물

Tussilago farfara 국화과

Urtica dioica 쐐기풀과

Urtica gracilis 쐐기풀과

Urtica procera 쐐기풀과

Viscum spp. 겨우살이과 겨우살이속 기생식물

Xanthium occidentale 국화과

Xanthium spinosum 국화과 바늘도꼬마리 관리잡초

Xanthium strumarium(=X. inaequilaterum) 국화과 도꼬마리

기타기생식물 기생식물

※식물검역원장은위험분석결과에따라잡초로추가제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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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10년 1월 14일(목) 14:00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참석한가운데2010년첫번째소속기관

합동업무보고회를개최하였다.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 등 검역·검사·관리

기관은“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산업 4대 중점

추진과제달성을위해기관별업무특성에따른

역량집중에최선을다하겠다”고보고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세계일류식물검역구현’을목표로농산물

수출확대와기후변화대응, 곤충산업활성화등을

중점지원할계획이며, 국립종자원은 2010년을

‘종자강국 건설 원년’으로 선언하고, 종자수출

기반조성, 내실있는 품종보호, 식량작물 우량

종자공급확대및종자유통질서확립이라는 4대

목표를제시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한 역할 제고, 수입수산물 검역·검사체계

선진화,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강화, 수산물

품질관리향상및검사신뢰도제고등을중점과

제로추진할계획이다.

이날 장태평 장관은“금년도 농림수산식품

산업 4대 중점추진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磨斧作針(마부작침)의 의지로 역량을 결집해

줄것”을당부하였다. 

식물검역원에 대하여는 농산물 수출확대·

농생명산업 활성화 지원과 외래병해충의 종합

적인 예찰·방제시스템을 갖출 것, 종자원에

대해서는내실있는품종보호제도정착, 고품질

보급종 공급확대와「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 수산물품질

검사원에 대하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역·검사확립, 지난해도입된수산동물검역

업무 조기정착과 한·러 간 새로운 수산협력

시대에대비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장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국립종자원을 방문

하여 안양 본원 및 전국 지원에 근무하는 직원

(60여명)과대화의시간을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있는직원들을격려하고직원의애로및

건의사항을청취하는한편, 정부의정책을농업

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선 창구의 역할 성실

하게수행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검역소식

농림수산식품산업4대중점추진과제달성위해발진

- 2010년검역·검사·관리기관합동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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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은설을맞아제수용농산물에

대한 검역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해외

병해충유입예방및신속한통관지원을위하여

1월 25일∼2월12일까지3주간특별검역을실시

한다고밝혔다.

이번특별검역기간중에는수입되는제수용품

(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등)에 대해 중점

적으로 검역을 실시하며, 병해충 부착위험도가

낮은농산물은서류검사등을통해신속한통관을

지원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자체특별단속반을활용, 수입된제수용

농산물의보관창고, 판매장등유통과정에대한

점검활동을 하여 관련 규정 위반행위도 철저히

단속할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해외병해충의유입

방지를위해해외여행객들이외국에서식물류를

휴대하여반입하는경우반드시신고하여검사를

받을것을당부하였다. 

설제수용농산물특별검역지원

- 국립식물검역원, ’10.1.25 ∼2.12, “특별검역기간”운영-

’09년농산물수출검역은늘고수입은줄어

- 수출검역은 ’08년실적대비19% 증가-

국립식물검역원은 ’09년도 식물 수출입 검역

건수가’08년도 200천건보다 2% 증가한 204천

건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수출식물검역건수는

총5만8천743건으로’08년도 4만9천218건보다

19% 증가했다.

수출 검역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쌀, 단감,

양파, 버섯, 장미·카네이션절화 등의 수출이

활발했기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독일로 쌀, 대만으로 양파, 일본

으로 메론·장미절화, 캐나다로 단감, 중국·

미국으로팽이버섯등이주로수출됐다.

반면 수입검역 건수는 작년 상반기 경기

침체 및 해외 농산물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08년도 15만669건에서’09년도 14만5천638건

으로3% 감소했다.

화훼류(-17%), 과실류(-10%), 사료류(-10%),

채소류(-2%) 등이 주로 감소한 가운데 개별

품목별로는 망고(-46%), 양파(-42%), 오렌지

(-33%), 사료용 옥수수(-21%), 마늘(-22%),

파인애플(-19%), 건고추(-12%) 등이크게줄었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되어

폐기, 반송되거나소독처분된건수는총2만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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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건으로 전체 검역건수 14만5천638건의

15.6%를 차지하며, '08년 처분건수(2만8천227

건)보다19% 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발견된 병해충은 총 657종 10,853건으로

’08년(704종 13,845건)보다 각각 7%, 22%

감소하였으며, 중국산 토마토 종자에서 감자

걀쭉병등총37종의국내미기록병해충이발견

되었다.

※이러한 병해충에 감염된 농산물을 섭취

하여도인체에는영향이없음

국립식물검역원은 우리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에 파프리카, 미국에 감귤, 호주에

포도 등 내년까지 6개국 11품목이 추가로 수출

될 수 있도록 검역협상을 강화하고, 수출단지

병해충 조사와 소독방법 개발을 위해 금년에

10억원등향후5년간79억원의조사·연구비를

새로투입한다고밝혔다.

금년에는 국내외의 경기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농산물수입이증가할것에대비하여검역

절차 간소화, 검역제도 표준화 등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역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고객의편의를향상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수입품목이다변화되고지구온난화등

기후 변화로 해외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외래병해충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하여 역학조사 매뉴얼개발, 예찰 전담팀 운영,

방제 프로그램 보완 등 예찰·방제활동도 더욱

강화할계획이다.

<붙임>

주요 수출 증가품목

○쌀(수출물량 3,655톤으로 ’08년 실적대비

774%증가)

- 국내 쌀값 하락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독일, 아랍에미리트(UAE)로수출증가

○양파(수출물량 8,825톤으로 ’08년 실적

대비85배증가)

- 환율상승 및 국내 생산량 증가로 대만,

일본으로수출증가

○단감(수출물량 2,337톤으로 ’08년 실적

대비53%증가)

- 해외 반응 호조로 캐나다, 베트남, 태국

으로수출증가

주요 수입 감소품목

○오렌지(수입물량72,433톤으로’08년실적

대비33% 감소)

- 산지 기상불량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실물경기악화로미국, 남아공, 칠레에서

수입이감소

○사료용옥수수 (수입물량 5,905,862톤으로

’08년실적대비21% 감소)

- 최근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로 수요

량이 급증한 옥수수의 국제가격 급등

으로미국, 브라질에서수입감소

○양파(수입물량 21,642톤으로 ’08년 실적

대비42% 감소)

- 수입 원가 상승 및 국내 생산량 증가로

중국에서수입감소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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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건수(화물)
(단위:건)

수출식물 검역(화물)
《유형별검역실적》

수입식물 검역(화물)
《유형별검역실적》

구 분
'09(A) '08(B) 전년 동기대비(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전 체 204,381 - 199,887 - 102 -

수 출 58,743

314천톤

49,218

195천톤

119

161

18천㎥ 15천㎥ 120

68,031천개 58,621개 116

수 입 145,638

21,659천톤

150,669

24,038천톤

97

90

7,246천㎥ 6,577천㎥ 110

175,283천개 213,308천개 82

※비식물류(생물학적방제용유용동물, 모래, 자갈등) 제외

구 분 단위
'09(A) '08(B) 전년 동기대비(A/B,%)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종자류 톤 2,407 479 2,448 506 98 95 

묘목류 천개 1,653 15,174 2,804 16,198 59 94

곡 류 톤 2,454 47,522 1,510 30,367 163 156

과실류 톤 5,834 47,822 4,419 46,097 132 104

채소류 톤 25,494 75,891 20,503 60,987 124 124

화훼류 천개 3,708 50,930 2,662 40,328 139 126

구 분 단위

'09(A) '08(B) 전년 동기대비(A/B,%)

검 사 검 사 '09/'08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종자류 톤 6,407 30,972 5,966 26,200 107 118

묘목류 천개 8,143 75,863 7,815 105,046 104 72

구근류 천개 814 62,342 857 65,276 95 96

곡 류 톤 6,364 5,447,975 6,314 5,795,588 101 94

과실류 톤 24,350 524,895 26,116 582,481 93 90

채소류 톤 24,734 425,040 25,672 433,349 96 98

화훼류 천개 2,715 21,672 2,931 26,173 93 83

수목류 천㎥ 22,074 7,234 23,074 6,576 96 110

특작류 톤 15,165 331,170 14,041 365,762 108 91

사료류 톤 20,087 13,955,531 22,477 15,577,619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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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류 증감품목(화물)

수입식물류 증감품목(화물)

구 분 단위
'09(A) '08(B) 전년 동기대비(A/B,%)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양파 톤 563 8,825 164 103 343 8,568

쌀 톤 299 3,655 88 418 340 874

메론 톤 396 2,018 188 648 211 325

단감 톤 368 2,337 231 1,529 159 153

팽이버섯 톤 1,861 10,749 1,181 5,123 158 210

포도 톤 348 439 250 341 139 129

장미절화 천개 558 15,466 469 10,518 119 147

느타리버섯 톤 831 627 1,087 1,087 76 58

심비디움묘 천개 207 1,225 449 2,334 46 53

종료묘목 천개 44 64 102 116 43 56

구 분 단위
'09(A) '08(B) 전년 동기대비(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생강 톤 394 9,450 166 4,628 237 204

호두 톤 844 9,835 483 5,439 175 181

팥 톤 196 24,258 128 19,116 153 127

안스리움묘 천개 64 1,231 43 833 149 148

복숭아종자 톤 57 287 8 112 713 256

석류 톤 333 5,078 254 3,755 131 135

SPF각재 천㎥ 935 530 739 127 127 419

냉동고추 톤 2,002 151,303 1,717 116,095 117 130

오렌지 톤 4,135 72,433 6,094 108,888 68 67

파인애플 톤 1,688 54,470 1,920 67,160 89 81

포도 톤 1,485 28,494 1,722 32,544 86 88

망고 톤 454 899 560 1,660 81 54

양파 톤 398 21,642 409 37,332 97 58

마늘 톤 585 12,956 712 16,605 82 78

건고추 톤 232 8,242 302 9,361 77 88

사료용옥수수 톤 1,531 5,905,862 2,326 7,485,563 6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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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금년들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상대국에 수입허용 요청 및 국제적 검역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상대

국과적극적인협상을진행하였다고밝혔다.

□제2차 한·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산사과·배등수출협상타결

’10년1월19일(수) 국립식물검역원대회의실

에서“제2차 한-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측은 사과·배 등 우리농산물 10종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PRA) 진행에 관하여 논의

한 결과 사과·배·포도 및 토마토 4종에

대하여는PRA 완료할것을최종합의하였고

감귤, 단감 등 PRA가 진행 중인 신선 농산

물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수출할수있도록

협의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산드래곤프룻에

대한 수입위험분석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양측이협의하였다고밝혔다.

□우즈벡산양벚생과실수입관련요건협상타결

국립식물검역원은 한·우즈벡 정상회담과

관련한우즈벡산양벚수입검역절차협상등

을 위해 장승진 국제검역협력과장을 단장

으로한우리측대표단을2월20일(토) 우즈벡

에파견 하여협상을진행하고돌아왔다.

’10년2월22일(월) 우즈벡과의협의에서는

양벚 생과실의 수입허용과 관련하여 양벚

수출선과장및과수원의관리방안등미흡한

부분에대하여협상을하였고협상결과수출

과수원 등록, 훈증소독, 한국검역관 공동

검사 조건 등 한국 측의 위험관리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여 우즈벡의 양벚 생과실이

우리나라로수입시검역적으로안전한조건

을충족시킬수있도록조치하였다.

수출입식물검역관련국제협상동향(1)

<제2차 한-베트남식물검역전문가회의관련장면>

<양벚 생과실관련협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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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감자걀쭉병 사후관리대책에 따라

(주)포테이토밸리 조직배양실(홍천군 홍천읍

소재)의배양묘에대한정밀검사결과11개품종

의 조직배양묘에서 감자걀쭉병이 검출되어

긴급방제를 실시, 3,177개 조직배양묘를 폐기

하였다. 또한 이 회사가 생산해 공급한 씨감자

도 감자걀쭉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시중에

유통된 이 씨감자를 수거하기로 하였다. 외래

병해충인 감자걀쭉병이 퍼지는 것을 미리 차단

하여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안전과 감자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이다. 

수거대상은이회사가생산·보관중인씨감자

38톤 및 농가에 보급한 씨감자 93톤, 미니감자

996천개등발병우려감자이다. 이회사실험실

과시설은별도의소독조치가취해진다.

□아시아매미나방(AGM)관련 한국·미국·캐나다

전문가협의회개최

’10년2월25일(목) 국립식물검역원대회의

실에서 아시아매미나방(AGM) 방제와 관련

하여 한국·미국·캐나다 식물검역전문가

협의회를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는 북미(NAPPO)의 AGM

관련선박및화물에대한규제지침전면시행

(’12. 3)을 대비하여 미국·캐나다측의 요청

에 따라 이의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에

서 개최되었다. 협의 시 국립식물검역원은

NAPPO의 AGM관련 지역기준(33호)이

한국의무역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크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캐나다측이 공감하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북미의 AGM 유입을

방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협의결과’10년도예찰조사는’09년과동일

하게 11개 항구에서 6~9월 중 트랩조사 및

북미 출항 선박 중 10% 정도(50~70척)에

대한 AGM 감염여부 모니터링을 하기로

하였고, 북미측의선박에대한AGM 무감염

증명방법에대해서는계속검토하되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으로는 수출 업계에 대한

교육및홍보를통해AGM의화물감염위험을

경감하기로하였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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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 관련 한국, 미국, 캐나다 협의회관련장면>

감자걀쭉병3.30일까지긴급방제, 국내확산차단

- 자율신고농업인에손실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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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및국립식물검역원은이회사

로부터 판매 내역을 받아 각 시·군에 배포,

구매농가를추적해회수하는한편3.30일까지

농가로부터자율적인신고를받기로했다. 이에

따라 시·군은 농가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차등을이용, 순회수거등효율적

공동방제를추진키로하였다.

자율 신고한 감자는「공적방제 실시요령」에

따라 방제 및 사후관리 되며, 방제대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업인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따라보상을실시할계획이다. 

※병발생포장에는 3년간감자및가지과식물

재배를 제한하여 국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함

국립식물검역원은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사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

스를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원 홈페이지에『온라인

민원신청』서비스를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래 민원사무를 민원인 직접

인터넷을통해신청하도록하여업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동 서비스는 ’10년 1월부터 제공하며 민원

서비스선진화사업에포함된민원사무는수출입

식물방제업신고, 금지품수입허가, 수입식물류

검사장소지정등검역관련12개업무이다.

※세부내용은아래표를참조

『온라인민원신청』서비스개발

민원사무명 접수 처리 담당부서 담당자

수출입식물 방제업신고 지원 본원 방제과 최춘태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지원 본원 방제과 최춘태

훈증시설 확인신청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방제과 최춘태

수출입식물 방제업 신고사항 변동신고 지원·사무소 본원 방제과 최춘태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지원·사무소 본원 방제과 최춘태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지원·사무소 본원 방제과 최춘태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 신청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방제과 최춘태

열처리업등록기준 변동통지 지원·사무소 본원 방제과 최춘태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 변동신청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방제과 최춘태

컨테이너 훈증전 소독처리마크표지 승인요청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방제과 최춘태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 본원 본원 방제과 손순명

수입식물류 검사장소 지정신청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검역기획과 김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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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민원신청절차>

1. 홈페이지메인화면 - “온라인민원신청”배너(Bannar) 클릭

2. 온라인민원신청 - 신청하려는민원사무의“신청하기”버튼클릭

3. 온라인민원신청 - 민원사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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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우리나라의금지해충인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중국3개지역(해남성, 광서성, 광동성)산칼라

데아묘와 수초(水草)묘 검역과정에서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

식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아래와같이취합니다.

-  아 래 -

○동선충은기주범위가넓어국내유입시작물체에피해를줄수있으나동선충에감염된식물

을섭취하여도인체에는영향이없습니다. 

○다만,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 지역산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란에“원산지(성 단위)

기재또는바나나뿌리썩이선충발생지역이외지역에서재배·생산되었음”이부기된경우수입

할수있습니다.

※수출국검역증명서에 상기 원산지 기재 및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제5호(수입제한위반)에따라폐기·반송됩니다.

수입제한

중국산바나나뿌리썩이선충기주식물수입제한

수입제한 지역 수입제한 대상식물 수입제한 적용시점

중국
(해남성, 광서성, 광동성)

아보카도·파인애플·여지·Indigofera
hirsuta·테다소나무·Pinus elliottii·강낭콩·
오크라·수박·무·여주·고추·토마토·호박·
멜론·부추·치자·칸나·차나무·커피·생강·
알파파·후추·고구마·사탕수수·대두·
옥수수·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빈랑·코코넛야자·Curcuma
longa·당근·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파초속식물·운향과식물·Calathea spp.·
안스륨속식물·근대속식물·Dioscorea
spp.·배나무속식물·Philodendron속·
Maranta속·Stromanthe속·Ctenonthe
속·Persea속·Strelitzia속·쟈스민속·
Rhapis속·Heliconia속·Anubias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0년 2월 23일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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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표

잎벌레과(Chrysomelidae)는 40,000여종이

나 알려진 딱정벌레목 중에서도 큰 분류군으로

많은 농업 및 임업해충을 포함하고 있다

(Jolivet, 1995). 식물체표면에서식하는성충에

비하여, 유충은 잎 표면 뿐만 아니라 은폐된

잎이나 줄기 속에도 서식함으로 현장검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간 유입 가능

성도높다. 미국에서는1990년대초반유럽에서

수입한 백합구근에서 백합잎벌레(Lilioceris

lilii)가 유입되어 미국의 백합과 식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Clark et al, 2004). 또한

감자,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의 가장 심각한

해충인 콜로라도잎벌레(Leptinotarsa

decemlineata)는북미지역에서유럽과아시아로

점차 분포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최근 중국

서부까지 침입하였고 한국과 일본으로도 확산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Warchalowski, 2003).

이들 잎벌레과 해충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감자, 옥수수, 콩등의농작물에큰피해가예상

된다. 

국내에서도 북미 원산인 돼지풀잎벌레

(Ophraella communa)가2000년대구에서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된

사례가 있으므로 식물검역을 통한 외래해충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손 외, 2002).

그러나 검역현장에서 유충이 검출되어도

분류·동정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며, 국내의

인적기반역시마련되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검역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잎벌레과 유충 검색집과 종별 기주식물 목록을

제공하여 잎벌레과 유충을 신속·정확하게

동정코자하며, 현장 검역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는교육자료로활용하여향후잎벌

레과해충의검출율향상을도모하는바이다. 

조사연구사업

잎벌레과유충의

외부형태적동정방법작성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조 희 욱
lampid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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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잎벌레과 유충의 진단형질

잎벌레과 유충은 각 아과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적특징을가지고있지만다음과같은형질로

다른딱정벌레유충과구분된다.

(1) 큰턱은 대부분 손바닥모양이며, 2-5개의

이빨이있음

(2) 큰턱에는마쇄면(mola)이없음

(3) 다리는 5마디 또는 그 이하이거나, 퇴화

되기도함

(4) 발목마디와발톱은서로융합됨

3. 잎벌레과의 아과 검색표

1. 잠엽성으로가슴에는다리가없다

혹가슴잎벌레아과(Zeugophorinae)

- 가슴에다리가있다 2

2. 9번째배마디는발달되지않았다 3

- 9번째배마디는잘발달되었다 4

3. 몸은 넓고, 옆면에는 작은 가시들로 덮인

긴 돌기들이 있다. 9번째 배마디는 8번째

배마디위에있으며, 한쌍의긴꼬리돌기가

있다. 유충은 탈피각과 배설물을 꼬리돌기

에올리고다닌다. 대부분자유생활을한다

남생이잎벌레아과(Cassidinae)

콜로라도잎벌레
(Leptinotarsa decemlineata)

돼지풀잎벌레 (Ophraella communa)

잎벌레과유충의일반적인형태
(a. 몸, b. 머리, c. 큰턱, d. 더듬이).

유충의 경판모식도
(T1. 앞가슴, T2,3. 가운데-뒷가슴, A2. 2번째 배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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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다소 좁은 편으로 옆면에 돌기는

없다. 9번째 배마디는 8번째 배마디의

뒤에 위치하고 경화되었으며 기문이

있다. 몸이 넓은 유충의 경우 몸옆면에

돌기들이 있지만 단순하며 작은 가시로

덮여있지않다. 잠엽성이다

가시잎벌레아과(Hispinae)

4. 케이스 속에서 생활하며, 몸은 J-형태로

배의굽은부분은두껍다. 윗입술과이마방

패는 이마와 융합되었다. 옆홑눈은 6쌍,

더듬이는 3마디이다. 다리는 길고 욕반은

없다 5

- 몸은 J-형태가아니다. 윗잎술과이마방

패는이마와명확히분리되어있다 8

5. 발톱은 강하게 굽었고, 기부 가까이에서

각이 졌다. 종아리마디 아래쪽으로 밀집

되고긴털이있다

혹잎벌레아과(Chlamisinae)

- 발톱은 약하게 굽었고, 기부 가까이에서

각이지지않았다. 종아리마디아래쪽으로

밀집되고긴털대신에억센털이있다

6

6. 더듬이는 매우 길다. 옆홑눈은 5쌍이다.

윗입술의 앞가장자리 가운데는 돌출되지

않았다

반짝이잎벌레아과(Lamprosomatinae)

- 더듬이는 짧다. 옆홑눈은 6쌍이다. 윗입

술의앞가장자리가운데는돌출되었다

7

7. 더듬이는 2마디로, 2번째마디에는반원판

형부속지가있다. 머리앞부분에납작하게

눌린자국은없다

큰가슴잎벌레아과(Clytrinae)

- 더듬이는 3마디로, 2번째 마디에는

원통형 부속지가 있다. 머리 앞부분은

납작하게 눌린 부분이 있어서 둥근

테두리를형성한다

통잎벌레아과(Cryptocephalinae)

8. 반수서생활을하며, 8번째배마디의기문은

긴갈고리모양으로변형되었다

뿌리잎벌레아과(Donaciinae)

- 반수서생활을하지않는다. 갈고리모양의

기문은없다 9

9. 항문은 등쪽에 있으며, 끈적한 배설물로

몸을 덮는다. 각 배마디 배면에 헛다리

같은돌기가있다

긴가슴잎벌레아과(Criocerinae)

- 항문은 배쪽에 있다. 각 배마디 배면에

헛다리같은돌기는없다 10

10. 9번째배마디에는한쌍의꼬리돌기가있다.

등면에는 작은 점들이 밀집해 있으며,

앞가슴등판을제외하고는몸에경판이없다

Orsodacninae

- 9번째 배마디에는 한 쌍의 꼬리돌기가

없다 11

11. 천공성으로, 몸은원통형이며다리는매우

짧다. 몸 등면과 배면으로 명확히 팽창된

부분들이있다

수중다리잎벌레아과(Megalopodinae)

- 몸 등면과배면으로명확히팽창된부분

들은없다 12

12. 몸은원통형으로아래쪽으로굽었다. 다리는

가느다랗고욕반은없다 13

- 몸은다소직선형이다. 다리는짧고욕반이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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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번째 배마디 등면은 경화되어 있다.

더듬이는1마디이다

톱가슴잎벌레아과(Synetinae)

- 9번째 배마디 등면은 경화되어 있지

않다. 더듬이는2마디이다

꼽추잎벌레아과(Eumolpinae)

14. 옆홑눈은6쌍이다. 더듬이는3마디이다

잎벌레아과(Chrysomelinae)

- 옆홑눈은 없거나, 1쌍이다. 더듬이는

1-2마디이다

긴더듬이잎벌레아과(Galerucinae) 

/ 벼룩잎벌레아과(Alticinae)

4. 잎벌레과의 종 검색표(일부)

Leptinotarsa속의종검색표

1. 몸은 밝은 붉은색, 머리와 다리, 경판은

검은색이다. 배는 위로 강하게 굽었으며,

옆면으로 2쌍의 경판들이 이어진다. 기주

식물 : 감자, 토마토, 담배등가지과식물.

분포 : 유럽, 아프리카 북부, 북미, 중미,

아시아(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제외)

Leptinotarsa decemlineata

Oulema속의종검색표

1. 몸은 회갈색이며, 키틴성 미소경판들과

미세한센털들로조밀하게덮여있다. 머리와

다리는 흑갈색이다. 기주식물 : 벼, 띠,

오리새, 줄. 분포: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Oulema oryzae

- 몸은 황백색이며, 때때로 미세한 점들로

점각되었고, 가는센털들이있다 2

잎벌레과유충의각아과별형태.

Leptinotarsa decemlineata.

Oulema oryzae. a. 머리, b. 꼬리, c. 다리, d.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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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면에는 드물지만 명확한 짧은 센털들이

있다 3

- 배 등면에는 센털이 거의 없다. 기주

식물 : 바랭이, 왕바랭이, 강아지풀.

분포: 중국, 인도차이나, 대만, 일본

Oulema atrosuturalis

3. 윗입술에는8개의짧은센털이있다. 배마디

등면에는 각각 2줄의 짧은 센털들이 있다.

기주식물 : 밀. 분포 : 유럽, 러시아, 몽고,

한국, 일본 Oulema erichsoni

- 윗입술에는6개의센털이있다 4

4. 윗입술 중앙의 센털은 앞가장자리 센털과

길이가 비슷하다. 뒷가슴등판에는 10개의

굵은 센털이 1줄로 있으며, DLe 경판에는

2개의 센털이 있다. 기주식물 : 조, 수수,

강아지풀. 분포: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Oulema dilutipes

- 윗입술 중앙의 센털은 앞가장자리 센털

보다짧다. 뒷가슴등판에는 12개의굵은

센털이 1줄로 있으며, DLe 경판에는

3개의센털이있다. 기주식물 : 보리, 밀,

귀리, 호밀, 옥수수. 분포 : 유럽, 러시아,

몽고, 북미(유입)

Oulema melanopus

Oulema atrosuturalis. a. 머리, b. 꼬리, c. 몸.

Oulema dilutipes. a. 머리, b. 꼬리, c. 몸.

뒷가슴등판. a. O. dilutipes, b. O. melanopus.
윗입술. 

a. Oulema oryzae,  b. O. dilutipes,  c. O. melan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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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1) 묘목·구근류에서검출가능한뿌리썩이

선충류의종동정방법작성

(2) 뿌리썩이선충류의 국내분포 종 목록

재정리

(3) 뿌리썩이선충류의 분자생물학적인 분류

동정기술개발을위한기반조성

나. 단계별목표

(1) 10종이상의표본확보및채집

(2) 10종이상순수분리

(3) 뿌리썩이선충과의 모든 속에 대한

종동정방법작성

(4) 대량 증식 종들의 표본 제작 일선

지원·사무소배부

(5) 뿌리썩이선충과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종동정방법가능성확인

2. 최종 과제결과

가. 선충종확보: 표본 4속 31종, 생체 3속

18종, 증식1속10종

나. 당근 disk culture 방법을 통하여 10종에

대하여순수분리증식성공

다. Praylenchus, Radopholus, Nacobbus

등모든속종동정방법작성완료

라. 표본제작 Hirschmanniella immamuri,

H. oryzae, Pratylenchus ekrami, P.

coffeae, P. loosi, P. neglectus 등 12종

의표본제작배부계획

마. 중국산 칼라테아, 아누비아스, 태국산

아누비아스에서 검출된 Radopholus

similis ITS region DNA sequencing

결과100% R. similis와일치

조사연구사업

묘목·구근류에서검출되는

뿌리썩이선충류의종동정방법작성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전 재 용
dollmoc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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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뿌리썩이선충과동정자료로현장검역에활용

나. 검역관교육자료로활용

다. 순수분리된배양된종은분자생물학적인기술개발연구재료로활용

Ⅰ. 연구배경및목표

1⃞ 연구배경

가. 검출증가및분류동정의어려움

(1) 국내미기록종으로확인된Pratylenchussp.와Hirschmanniella sp.의검출건수가급격하게

증가하고있으나, 뿌리썩이선충류의종동정률은50%  미만에머물고있음

뿌리썩이선충류검출종수의변화

6

5

4

3

2

1

0
2003 2004 2005 2006 2007

뿌리썩이선충류검출건수의변화

60

70

50

40

30

20

10

0
2003 2004 2005 2006 2007

규제

잠정규제

비검역

나. 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쉬운검색자료의필요

- 선충의분류군이너무방대한반면현장에서직접이용할수있는검색자료가부족하여정확한

종동정이어려움

다. 합리적이고과학적인검역을위한기초자료확보

(1) 국내에는문헌상으로 3속 17종이기록되어있으나, 수입식물에서기록된종(Pratylenchus

fallax)까지포함되어있음(박, 1996)

⑵외국과수출입협상의기초자료가필요함

라. 분자생물학적동정을위한기반조성필요

⑴뿌리썩이선충과의선충의경우대부분혼종(complex) 상태로검출

⑵순수분리증식을통하여종을분리할필요성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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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가. 최종목표

⑴묘목·구근류에서 검출 가능한 뿌리

썩이선충류의종동정방법작성

⑵뿌리썩이선충류의 국내분포 종 목록

재정리

⑶뿌리썩이선충류의 분자생물학적인

분류동정기술개발을위한기반조성

나. 단계별목표

⑴10종이상의표본확보및채집

⑵순수분리증식기술확보

⑶일부속의종동정방법작성

Ⅱ. 재료및방법

1⃞ 재료

가. 검역현장에서 검출된 뿌리썩이선충류

소장표본

나. 수출입 묘목재배단지에 서식하는 뿌리

썩이선충류채집표본

다. 농과원선충실소장표본및최영연교수

소장표본

라. 국내기록종채집지에서채집표본

2⃞ 방법

가. 각 지소별 소장표본 수집, 채집시료 및

문헌검색

- 동정관련문헌, 인터넷정보수집

나. 동정및목록정리

⑴검색표, 기재문(description)을 수집

하여슬라이드표본동정

⑵필요시국내외전문가에게동정자문

다. 동정을위한검색표작성

- 검출가능한종에대한검색표제작

라. 국내분포선충의순수분리증식

Ⅲ. 연구결과및고찰

1⃞ 결과

가. 뿌리썩이선충관련문헌조사

⑴단행본 : Pratylenchus (Nematoda :

Pratylenchidae) : Diagnosis,

Biology, Path-ogenicity and

Management 등9권

⑵논문180편

- 선충증식 : Improved nematode

extraction from carrot disk

culture 등 17편

- 분류동정 : Reproductive strategies

and Karyotype of the

burrowing nematode,

Radopholus similis등71편

- 생태 : Population dynamics and

damage potential of the

burrowing nematode,

Radopholus similis, on

Anthurium andreanum grown

in soil-less medium 등22편

- 분자생물학 : Rapid and sensitive

identification of Pratylenchus

spp. using reverse dot blot

hybridization 등25편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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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충순수분리및유지증식

⑴선충순수분리

- 당근 disk culture method를이용하여 Pratylenchus loosi, Pratylenchus sp. 등 10종

순수분리

⑵선충유지

- 순수분리된 뿌리썩이선충을 살충된 토양에 기주식물(토마토, 고추, 가지 등)을 이용하여

뿌리썩이선충유지

- 포트별점적관수및10ℓ용기를이용하여순수분리증식된선충유출및오염방지

라. 선충표본및생체확보: 표본4속31종, 생체3속18종, 증식1속10종

나. 국내뿌리썩이선충조사

시도 시군 샘플 검출 건수 순수분리 진행 비고

경기도, 인천 수원, 인천 92 15 12

강 원 도 강릉,동해,강릉 120 18 6

충남 , 충북
충주, 태안, 공주, 부여, 예산, 

홍성, 당진, 서산, 청양
164 25 10

전남 , 전북 고창, 부안, 염암 107 27 7

경남 , 경북 안동, 영주, 봉화, 예천, 경주, 양산, 울주 105 13 3

제 주 서귀포시, 제주시 150 19 4

계 738 117 42

구분 종명 표본확보 생체확보 증식 비고

금지급 Radopholus similis ○ ○ 검역과정

관리급

H. diversa

Nacobbus aberrans

P. brachyurus ○ 검역과정

P. crenatus ○ 검역과정

P. fallax ○ 검역과정

P. loosi ○ ○ ○ 국내채집

P. zeae ○ 검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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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뿌리썩이선충분류키정리

⑴Pratylenchidae : Luc의key를기본으로하여tabular key와dicho -tomous key를정리완료

⑵Radopholus : Loof의key와뉴질랜드key를조합하여정리완료[29종]

⑶Pratylenchus : Pablo Castilo & Nicola Vovlas의Key와Tom Powers의의견을절충하는

key로정리완료[70종]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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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명 표본확보 생체확보 증식 비고

국내기록

Hirschmanniella imamuri ○ ○ 국내채집

H. oryzae ○ ○ 국내채집

Pratylenchus coffeae ○ ○ ○ 국내채집

P. loosi ○ ○ ○ 국내채집

P. neglectus ○ ○ 최영연

P. penetrans ○ ○ ○ 국내채집

P. pratensis ○ ○ 국내채집

P. scribneri ○ ○ 국내채집

P. subpenetrans ○ 최영연

P. thornei ○ ○ 최영연

P. vulnus ○ ○ ○ 최영연

Pratylenchoides clavicauda ○ 최영연

P.magnicauda ○ 최영연

P.utahensis ○ 최영연

미기록종

H. gracilis ○ 검역과정

Pratylenchus artemisiae ○ 검역과정

P. ekrami ○ ○ ○ 국내채집

P. morettoi ○ 검역과정

P. panamaensis ○ ○ 검역과정

P. pseudopratensis ○ 최영연

P. typicus ○ 검역과정

P. sp. 1 ○ ○ ○ 국내채집

P. sp. 2 ○ ○ ○ 국내채집

P. sp. 3 ○ ○ ○ 국내채집

P. sp. 4 ○ ○ ○ 국내채집

P. sp. 5 ○ ○ ○ 국내채집

합계
31종
(15종)

18종
(10종)

10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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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Hirschmanniella : Loof의key로정리완료[24종] ⇒27종

⑸Nacobbus: Loof의key로정리완료[2종]

⑹Pratylenchoides : Luc의key를기본으로이후추가된종을통합하여정리완료[28종]

⑺Zygotylenchus : Loof의관점을기본으로종에대한분류키완성[2종]

⑻Hoplotylus : Minagawa의관점을중심으로key 정리완료[4종]

⑼Apratylenchoides: 종의특징정리[1종]

바. 뿌리썩이선충사진촬영(24종촬영)

⑴Hirschmanniella imamuri, H. oryzae, H. gracilis.[3종]

⑵Pratylenchus artemisia, P. coffeae, P. crenatus, P. ekrami, P. fallax, P. loosi, P.
morettoi, P. neglectus, P. panamaensis, P. penetrans, P. pratensis. P. pseudopratensis,
P. scribneri, P. subpenetrans, P. thornei, P. typicus, P. vulnus[17종]

⑶Pratylenchoides clavicauda, P. ivanovae, P. utahensis[3종]

⑷Radopholus similis[1종]

사. 중국산 칼라테아, 아누비아스, 태국산 아누비아스에서 검출된 선충에 ITS region에

sequencing 결과Radopholus similis와 100% 일치확인

아. 국내분포종목록작성

구분 종명 국내분포여부 표본유무 비고

1 Hirschmanniella imamuri 국내 전지역 ○

2 H. oryzae 국내 전지역 ○

3 Pratylenchus coffeae 국내 전지역 ○

4 P. crenatus 일부 지역 ○ 제주도 감귤류

5 P. fallax 일부 지역 ○ 수입식물

6 P. flakkensis 일부 지역 ○ 제주도 감귤류

7 P. loosi 일부 지역 ○ 전남 차나무

8 P. mediterraneus 일부 지역 ○ 충남 국화

9 P. neglectus 국내 전지역 ○

10 P. penetrans 국내 전지역 ○

11 P. pratensis 국내 전지역 ○

12 P. pseudopratensis 일부 지역 ○ 경남 거베라

13 P. scribneri 국내 전지역 ○

14 P. subpenetrans 일부 지역 ○ 전남 국화

15 P. thornei 국내 전지역 ○

16 P. vulnus 국내 전지역 ○

17 Pratylenchoides clavicauda 국내 전지역 ○

18 P. magnicauda 국내 전지역 ○

19 P. utahensis 국내 전지역 ○

3속 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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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가. 국내분포 뿌리썩이선충 조사는 전국에

서 738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117건의

뿌리썩이선충을 검출하여 여러 종이

동시에 검출되는 경우 순수분리를 하여

현재 42건의 순수분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수분리된 경우 표본제작과

종 동정 및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주식물에 접종하여 종을 유지

하고있음.

나. 뿌리썩이선충류의 종 동정 방법은 작성

을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확보된표본

4속31종, 생체3속18종, 증식1속10종

에대한사진촬영및재동정을실시하여

관련자료를 부록(검역과정에서 검출된

선충 및 국내기록종의 형태적 특징)에

수록하여 PDF파일로 순수분리된 뿌리

썩이선충의표본과함께전지원과사무

소에배부예정임.

다. 뿌리썩이선충류의 종 동정 방법 작성은

뿌리썩이선충과의 8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검색표와 각 속에 대한 종 검색표

작성을모두작성하였음.

라. 국내에서발견된종중에서Pratylenchus

crenatus, P. fallax, P. flakkensis,

P. loosi, P. mediterraneus, P.

pseudopratensis, P. subpenetrans의

경우 국내 일부지역에서 수입식물 재배

지에서극히낮은밀도로검출되어국내

분포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금후 국내

분포선충에대한조사를계속하여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면 국내분포종으로

확정하는것이맞을것으로판단됨.

마. Pratylenchus sp1. ∼ sp5.의 경우

형태적으로 현재 Pratylenchus 속의

모든 종들과 형태적인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신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신종기재 여부

를판단할예정임.

바. 뿌리썩이선충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종 동정 방법에 대한 탐색결과 ITS에

대한종특이적프라이머로가능한것을

확인하였음.

사. 분자생물학적인종동정방법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순수분리한 종들은 기주

식물을이용하여계속유지할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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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검역정보

NPQS NEWS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1. 일본,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
긴급 방제

일본 식물방역소는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에 대한긴급방제를실시한다고밝혔다.

감염된 식물은 벌채, 소각하고 방제 지역으로

부터기주식물의반출을금한다.

○대상식물

- 복숭아속(매화, 복숭아, 자두, 살구, 넥타린,

벚나무 등), Euonymus europaeus

(사철나무속), Lycium barbarum(영하

구기자), Ligustrum vulgare(쥐똥

나무속)의생식물(종자, 과실제외)

○방제지역- 도쿄도내다음지역

- 아키루노시, 오메시, 하치오지시, 오쿠타

마쵸, 히노데쵸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미토시나 카나

가와현 오다와라시에서도 감염이 확인

되었지만, 이미방제되었다고함.

○방제일정

- 2010년1월21일 : 성령·고시의공포

- 2010년2월20일 : 긴급방제의개시

※우리나라는 작년 오메시 자두곰보병

발생에 대한 조치로서 ’09년5월14일

부터도쿄도산 PPV 기주식물의수입을

금지하고있다.

2. 중국-대만간 농산물 검역 협력 협의서 체결

중국은 ’09년 12월 22일 대만과‘농산물

검역협력 협의서’를 체결하고, 90일 이내 발효

키로했다.

양측은 상호 신뢰 및 우대 원칙에 동의하며,

검역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한 병해충 확산

방지및품질안전보장을목표로했다.

회담 및 상호방문 등 업무교류, 검역규정 및

절차 등 정보 제공, 검역증빙서류 확인 체제

구축, 병해충발생정보통보등에합의했다.

3. 중국, 2010 상하이 Expo 대비 휴대물품
검역 강화

상하이검역국은 2010 세계박람회(Expo)

개최에 대비하여 여행객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

업무를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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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2010 Shanghai China 개최에 따라

출입국 여행객이 많아지고, 출발지도 다양

하고휴대물품도복잡하여여행객휴대물품을

통해 병해충도 함께 중국에 유입될 확율이

대폭증가할것이다.

따라서 상하이 검역국은 각 세관검역국에

여행객휴대물품에대한검역업무를강화하고

여행객 휴대물품에 대한 인력, 기계, 탐지견

등검사체계를개선및강화할예정이다.

최근 상하이검역국은 여행객 휴대물품에서

중국의금지해충인Dacus ciliatus Low(과실

파리류)를2회연속적발하였다.

4. 미국, Aesculus 속 재식용 식물 수입 금지

미국은 Pseudomonas syringae pv.

aesculi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캐나다를 제외

한 모든 국가로부터 Aesculus 속(칠엽수류)

재식용식물(종자제외) 수입을금지키로했다.

P. syringae는 칠엽수(horse chestnut)의

bleeding canker(수목 궤양병)를 일으키는

식물병원체이며, 1월25일부터발효되었다.

최근 문헌에 따르면 P. syringae는 파괴적인

식물병원체이며, 기주인 Aesculus 속에 심각

한영향을미치고식물체를죽게한다.

P. syringae는 유럽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조사결과영국에서는침엽수의

약 49%가이병에감염되었으며, 네덜란드에

서는30%가감염된것으로나타났다.

P. syringae는 미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자전염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를포함한식물병원체들

은 병징이 없을 경우 기주 식물에 대한 국경

검역에서 검출하기 극히 어렵기 때문에

P. syringae 유입을 막기 위해 Aesculus 속

재식용식물의수입을금지할필요가있다.

PRA가 끝나고 적절한 관리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수입금지조치가유지될것이다.

5. 미국, 유럽산 토마토 등 수입 제한 조치

APHIS는 Tuta absoluta(뿔나방과)의 유입

을 막기 위하여 네덜란드 등을 T. absoluta

발생국으로추가지정하였다.

APHIS는 이미 2009년 2월과 5월 Federal

Orders를 발령하여 수입 가능하던 Algeria,

France, Italy, Morocco, Spain 등

T. absoluta 발생국산 토마토 과실(green,

pink or red)에추가제한을부과한바있다.

이번 조치로 Albania, Greece, Netherlands,

Portugal, Switzerland, Tunisia가발생국가

로추가되었다.

※이 중 Albania, Switzerland, Tunisia는

수입금지지역.

- T. absoluta발생국으로부터기주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

하여야한다.

HIS는 또한 T. absoluta 발생국으로부터

기주인 Solanum spp.(감자속), Datura

spp., Nicotiana spp.(담배속) 재식용식물의

수입도금지하였다.

※2월 1일부터 발효되며, PRA가 끝나고

적절한 관리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가유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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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eria, France, Greece, Italy,

Morocco, Netherlands, Portugal 및

Spain으로부터 토마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두가지요건중하나를충족하여야한다.

7 CFR 319.56-5 조건에 따른 T. absolut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한 식물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다음의 승인된

재배적 관리 방법에 따라 생산되었고, 검사

결과 T. absoluta가 없음을 부기한 식물위생

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 토마토는 수출국의 NPPO에 등록된 승인

된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함

- 토마토 생산포장은 이중 자동문과 모든

개구부에 1.6mm 이하 망을 설치한 해충

방지구조를갖추어야함

- 등록된 생산포장은 수확기간 중 정기적

으로 T. absoluta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여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함. 수확 30일

이내에온실내에서T. absoluta가두마리

이상 발견되거나 과실 또는 화물에서

T. absoluta가 한 마리 이상 발견되면

해당생산포장의수출을중단

- NPPO는 APHIS의 검증을 위해

T. absoluta발견기록을1년간유지하여야

함. NPPO는 APHIS가 승인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시행하여야함. 수출프로그램

에 생산포장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는

APHIS에 통보하여야 함. APHIS가 프로

그램에대한현지조사를실시함

※상기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6. 아르헨티나, 감귤그린병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위생조치 강화

아르헨티나 검역당국(SENASA)은 감귤그린

병(HLB)의 방제, 예방, 감시활동강화를위하여

식물위생응급경보를 발령하고, HLB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귤류 재식용 식물에 대한

새로운 식물위생조치를 수립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식물위생조치의 강화는 국가 HLB 예방계획

의일환으로서, Salta 및 Jujuy주에서포획된

곤충들에대한PCR 검사결과HLB 양성반응

을보인데따른조치이다.

결의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SENASA의 사전 허가 없이는 국내에서

감귤 과실을 제외한 감귤 식물의 모든

부분의유통을철저히금지

- SENASA는 현행 규정을 따르지 않는

모든 품목을 몰수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SENASA 식물보호국은병해충의방제및

억제, 박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실행할수있는권한을가짐

- SENASA는이전에발효된결의안에명시

된 국가 HLB 예방계획에 수립된 규정에

따라, 응급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SENASA는또한현행규정의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국제요건과관련된국가정책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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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나마, 유럽산 감자 수입 금지

파나마식품안전청(AUPSA)은 유럽산 생감자

및 냉동감자에 대한 일시적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금번 조치는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가

감자 병원균인 Dickeya solani에 대한 식물

위생경고를발령했기때문이다.

AUPSA는이질병은유럽에서감자의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금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관계당국을통해수입금지통보조치를내렸

다고밝혔다.

또한, 유럽 관계 당국에 Dickeya solani의

확산방지조치를확대적용해줄것을요청했다.

동 질병의 확산은 주로 상품의 이동, 오염된

물, 기계 장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질병

유입및확산시, 농업에큰위협이될것으로

우려된다.

8. 일본, 다알리아묘에서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검출 발표

일본농림수산성은’10년 2월 5일 야마나시

현의 꽃재배시설에서 시험재배중인 다알리아

묘에서 PSTVd(감자걀쭉병의 병원체) 감염을

확인했다고발표했다.

농림수산성은 감염된 다알리아묘는 해당

시설에서만재배된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해당시설로부터감염식물체의이동을금지

시켰다.

농림수산성은 계속해서 현지조사 및 감염

경로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9. 캐나다, Tuta absolua 분포 국가산
토마토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캐나다는Tuta absoluta(뿔나방과일종, 국내

미분포)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년 2월 24일

부터 T. absuluta 분포국가산 토마토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실시했다.

T. absoluta 발생국가로부터 캐나다로 수출

되는 토마토 화물은‘T. absoluta 무발생

지역에서생산되었으며, 검사결과 T. absoluta

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

서를첨부하여야한다.

10. 제10차 EPPO/NAPPO 공동 회의 개최
(1.18~21., 미국)

제10차 EPPO/NAPPO 공동회의가 APHIS

와 Georgia주 농업부주최로’10년 1월 18일 ~

21일 미국 Georgia주 Savannah에서 개최

되었다.

양측은3월말로마에서개최예정인5차식물

위생조치위원회(CPM-5) 주요안건들에대하여

대체적인의견일치확인하기로했다.

그 밖에 종자 교역에 대한 ISPMs 개발의

필요성등에대해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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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8시관음사코스에도착기념사진촬영후머나먼여정의길을시작

되었다. 관음사코스는 한라산정상 백록담을 오르는 등반코스로는 제일

먼저 개발된 등반로 이지만, 계단길이 많고 가파르며, 코스가 길어서

(8.7km) 처음 한라산을 접하기에는 약간 어렴움이 있는 코스지만, 탐라

계곡과 가느다란 개미목, 삼각봉 등 변화가 많은 코스로 한라산 등반의

묘미를느끼고싶어하는등반객들에게는한번쯤은꼭가봐야하는코스가

아닐까싶다.

제주
지원에서는 지원 화합의 행사로 한라산 등반을 실시하였다.

절대반지를 파괴하러 떠나는 반지 원정대는 아니지만 지원

화합의 목적이라는 절대 반지보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8시간의 사투를

밑에서소개해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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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약1시간정도는완만한평지및계단으로

생각과는달리무지쉽다고느껴진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은 하게

되었는지금방알수있었음을.

처음에는 평지 비슷한 등산로라 그리 힘이

들지 않았지만 거의 마지막에서부터 오르막이

시작되더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 시작한다.

주변은 그냥 숲길이라 딱히 구경거리도 없고

해서좀민민한생각이들쯤해서먼저휴식장소

에도착한일행들과약간의간식및휴식을취한

후본격적인산행준비시작..̂ ^

이곳에 도착하기 까지 사진은 없다. 계단도

무지 가파르고, 딱히 주변에 좋은 풍경도 없고

해서... 저기앞에보이는삼각봉밑에까지도착

하면뒤로제주시내풍경이보인다. 마침날씨도

도와주어서깨끗하게제주시내를볼수있었다. 

이렇게 가깝게 보이니 육지사람들이 한라산에

서 축구공을 차면 바다에 빠지는지? 물어 보는

것같다..ㅋㅋㅋ

기념사진도한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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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 한라산 원정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주변사진을 찍어

보았다..

잠깐의달콤한휴식을뒤로한채정상을향해

다시발걸음을.. 지금부터가관음사코스의맛을

제대로볼수있다.

멋있는 주변 풍경을 뒤로하고 한라산의 약수

한잔. 저다리를지나면마지막사진에서보이는

듯이 남은 길은 거의 오르막길이다.. 또 다시

두려움이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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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는 여유로운 자와 뒤에서 오는 고독한

자..̂  ̂뒤 두 사람을 보고 반지의 제왕 주인공

프로도와샘이생각나는이유는무엇일까..̂  ̂

거의 정상에 도달했다. 파란 하늘아래 펼쳐진

모든풍경이멋있었고. 근데백록담주변에갑자기

구름이 올려오기 시작한다. 이런것이 한라산의

특징이 아닐까. 백록담이 보이도록 사진을 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헉헉헉..

백록담을 배경으로 해서 한컷..̂  ̂날씨 변화가

심한 한라산에서 백록담을 구경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제주지원 방문을 기념하듯이

한라산도 백록담을 기꺼이 보여주었다.. 아쉽

다면 백록담에 물이 너무 말랐다는 것. 우측에

보이는것이전부이다.ㅠㅠㅠ

도착지인 성판악에서 마지막 한컷. 사고없이

등반을마친제주지원여러분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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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전 낙 범

특별기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질병이란 무엇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동물 및 식물에

기생하는 독성을 지닌 대부분의 미생물체는 숙주를 만나면

신이나 이들을 병들게도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 병원미생물체가 식물의

조직을부패시키거나과육을손상시켜병들게함으로서얻는이익은무엇

일까? 

최근세계곳곳에서물부족, 식량부족으로기아문제가심각한실정이

지만 인류의 근·현대사에서 전쟁과 전염병을 제외하고 인류를 공포와

죽음으로내몬가장비극적인재앙은 1845-50년대아일랜드에서발생한

감자역병을 꼽을 수 있다. 백만 명 이상의 사망, 2백만 명 이상의 신대륙

이주와 함께 이 당시 조상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케네디 집안에서 1961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을 나오게 한 역사적 사건의 결정적 요인은 극히

미세한포자로단지토양에서식하며식물에기생하는곰팡이였다. 

식물병원체가 인류의 파수꾼인 식물을 침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랴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식물성 산물의 이용을 풍족하게 하고,

식물과 더불어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물에 기생

하는병원체를물리칠수있어야한다. 이못된훼방꾼을꼼짝달싹못하게

잡아야만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고, 지구의 생태환경을 안정되게

유지해주는식물자원을구할수있는것이다. 

인간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유연함과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

내는 것처럼 식물과 미생물체도 나름대로 생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잔혹한 투쟁과 경쟁으로 인고의 세월을 겪어 왔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은 미생물체는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우수한 유전자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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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숙주를 쓰러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발판삼아 현재까지 살아남지 않았을까? 강력한

독성을지닌병원체가남의몸을빌려살아가는

궁극적이유는무엇이며, 병원체의공격에대한

식물의 대응력과 어떻게든 식물에 안착하여

기생하거나, 매개충의 몸을 빌리려는 병원체의

생존 본능의 지혜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아마도 선택성이 바로 파수꾼과 훼방꾼의 삶의

방식에지대한영향을주었을것으로추측된다.

식물과 여기에 기생하는 병원체의 생존전략을

한번살펴보자.

식물의 대응전략. 신은 인간을 비롯하여

동물과 식물을 이 땅에 내려주실 때 공평한

자기방어 능력을 부여하였다. 동·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구성요소나 생장 및 번식방법

등 각 종간의 증식과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본능은 전혀 다를지라도, 많은 유해

미생물체의 지속적인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동·식물의 기본적인 방어자세는 상호

유사점이아주많다. 

가령우리몸은나쁜병원체가침입하는경우

대식세포가 직접 병원체를 집어삼키거나, 보통

은 병원체를 죽여 없애기 위해 고통이 따르는

열로체온을높이면결과적으로열에약한그런

병원체는 우리보다 먼저 죽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면역체계로서 신속하게 항체를 생산

하고 치유된 다음에는 평생 면역기능을 갖도록

기억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체에 대하여

식물이 가지는 적극적 방어태세와 소극적 제어

기능에는어떤것이있을까? 

첫째,감염조직의일부가경화되거나단단해져

나타나는방어기능으로서식물세포벽은

병원체가 침입하면 격벽의 변화로

papilla, callosity 같은 돌기물을 형성

하여 침입균을 저지한다. 이 밖에 코르

크층의 형성, 도관부 내의 전충체(비후

화; tylosis) 형성, 수지의 분비, 칼로스

조직의 형성과 이층이 발달되는 구조적

방어도 Diaporthe citri(감귤 검은점

무늬병), Streptomyces scabies(감자

더뎅이병), Cercospora beticola(사탕

무우갈색무늬병) 등병원체의침입으로

부터 작물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능동적

방어기능의일부이다. 

둘째,흔히 과민성반응으로 불리며 병원체와

숙주가 비친화적 조합일 때, 침입자가

활성을 지닐 때 식물조직의 감염부위가

급사함으로서 병원체의 생육을 저지하

거나 불활성화 시키는 제어능력이다.

즉, 세포는 페놀산화효소의 작용 등

급격한 산화·환원 반응과 연관되어

조직의 일부를 파괴하여 병의 진전을

막고 전체를 보호하는 방어 전략을

취한다. 이른 바 小를 희생하여 大를

살리는살신성인의정신을보인다.

셋째,식물의 수동적 저항성으로 물리적 요인

에 의한 제어능력과 페놀성 화합물 등

식물성분에의한저항력이있다. 여기에

는 표피세포의 형태·구조변화에 의한

식물의 각피가 두꺼워지거나 세포벽의

규산질화 및 기공의 발달·개폐정도에

따라Puccinia graminis, X. axonopodis

pv. citri 같은 병원체의 침입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식물성분인 폴리

페놀은 펙틴분해효소, 셀룰로스 분해

효소의활성저해로병원체의대사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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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시켜 감염을 억제시킨다. 이외에도

식물체는스스로를지키기위해알리신,

사포닌 및 솔라닌 등 항균성 화합물을

끊임없이생산한다.

넷째,생화학적 유도반응으로 미생물체의

침입이나 화학적 손상에 의한 자극이

식물체로전달되면곧바로독성을가지는

항미생물성화합물이생산되는데이것이

바로 phytoalexin이다. 비친화성의

식물에서 주로 생산되며 고추의

capsidiol, 콩과식물의 isoflavonoid,

가지과식물의terpenoid 등파이토알렉신

이신속히충분한양에도달하면식물체

는저항성을나타내고, 진균, 세균, 선충

등 기생체에 따라 다양한 억제기능을

보인다. 

다섯째,식물은인간, 동물처럼항체를생성하

지못하지만병원체의침입으로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체 내 저항성반응의

일환으로병방어반응신호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2차 대사물질을

생산하고 분비한다. 특히 살리실산,

자스몬산 및 알카로이드 물질 등은

chitinase, glucanase 및 osmotin

같은 유전자를 유도-활성화시켜 침입

균을 불활성화 시키거나, 침입 속도를

늦추고, 정착을못하게하는유도저항

성기능을발휘한다. 식물에따라여러

가지 생체 내 유도저항성 물질이 생산

되므로기능과저항성능력에는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반응으로 식물

체는다양한병원체로부터자신을보호

하고유지하는생존본능을보여준다.

병원체의 생존본능.곤충과달리진균, 세균

은 숙주세포에 기생하여 영양원을 섭취하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증식하고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양식을 준비

하여왔을지도모른다. 

첫째는병원체가 독소나 분해효소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기반으로식물에침입

하여 감염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서

정착이 쉽고, 자식을 많이 만들면서도

숙주를 죽이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버티면서살아남는것이다. 

둘째는운명적 만남으로서 진균이나 세균은

숙주가죽거나저항할때새로운숙주

로 직접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통해

자신을 멀리까지 급속히 전파시킬 수

있는매개체를잘만나야하는운명도

한몫을한다. 

셋째,이와 같은 병원체는 내생포자, 후벽

포자, 균핵, 휴면포자 그리고 난포자와

같은부적당한환경에서도견딜수있는

내구체를 형성함으로서 곤충의 체내나

토양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남아 한번

발생한 질병이 소멸되지 않고 언제든지

절친한숙주와새로운숙주를찾아감염

시키는것이다.

우리주변에서 예를 들어 보자. 2004년 성남시

일원에서 처음 발견된 참나무 시들음병의

주범인곰팡이 Raffaelea는 보금자리인광릉긴

나무좀의 균낭(mycangia)에 꼭꼭 숨어 지내다

가 나무좀이 아름다운 동행과 비행을 마치고

새로운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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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대장으로 변신하여 줄기차게 세포를 침입

하고 끝내 영영 일어서지 못하게 실신시킨다.

알팔파 시들음병(Verticillium albo-atrum)은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알팔파의 건초생산,

가축사육 및 화분매개충 산업에 가공할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 메뚜기 (Melanoplus

sanguinipes), 진딧물(Acyrthosiphon pisum)

및 가위벌(Megachile rotundata) 같은 매개충

이 어떤 조건도 없이 병원균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알팔파 산업을 지속하기 위한 시들음병

의예방과방제에어려움이많다. 

더 나아가 때로는 병원체 자신이 나무좀의

유충에게 기꺼이 희생되어 충분한 영양원을

공급한다. 대신에 병원체는 이들의 몸을 빌려

쓰면서 가장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받고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많은 기회로 희생의 가치를

보상받는다. 

이외에도 병원체-매개충 공생에 따른 위험

요소는 많다.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의

좋은 오누이처럼 찰싹 붙어서 민족의 자긍심을

대변해온 전국의 토종소나무를 끝장내려고

한다. 옥수수 세균성시들음병(청동벼룩벌레),

포도 피어슨병(매미충류)과 감귤 그린병(나무이

류)의 병원체도 곤충의 체강, 구침 등에 정착

하여 월동·번식하면서 옮겨지므로 생존력이

다른 병원체보다 훨씬 유리하고, 숙주로 침입

하는 과정도 아주 편리해 감염이 쉽고 발병도

위협적이다. 삶의 공통분모로서 서로 공유하는

파트너십이 생존전략의 나침판이다. 이런 병원

체와병원체를실어나르는해충및화분매개충

이야말로자연선택의가장큰수혜자이다. 

앞으로다가올미래에는기후변화와무차별한

박멸위협속에서도영속적인삶에투자를계획

한현명한병원체가자신을진화시켜더매서운

병독성뿐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남으려고 현

숙주에서 새로운 숙주로 옮겨가는 아주 다양하

고교활한매개능력을획득할지모른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면은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생태종

의출현으로병원체의숙주가바뀌게되면그의

매개체나 공생체도 숙주를 바꿔야만 할 때도

있다. 따라서병해충관리의새로운도전은끊임

없이 지속될 것이고, 방제 또한 현재보다 더

험난한 길이 될 가능성도 무한정 열려있다.

자연환경과 인류의 파수꾼인 식물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철저한 화학적방제도

중요하지만, 식물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자체저항성기회를만들어줌과동시에병원체-

매개체간 상호의존 공생전략의 충분한 정보와

실증적 데이터를 미리미리 확보하여야만 병해충

종합관리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앞마당의매미도, 메뚜기도잘감시해야할때가

멀지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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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검사제외가공품에는

어떤것이있나요?

검사제외가공품은아래품목예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검사제외가공품품목예시]

1⃞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기름에담겨져있거나절인식물

나. SO2 등 화학약품수용액에담겨져있거나절인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또는표백제로처리된식물

라. 그 밖에방부효과가있는물질에담겨져있거나절인식물

2⃞나무또는대나무제품으로서재가공하지아니하고사용될수있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것

가. 열처리또는화학처리과정을거쳐제작된목재

1)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재품, 베니어

패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길이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 이하 일 것),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박판

재(두께 4mm 이하일것) 또는이들을재료로하여만든제품

검사제외가공품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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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나무로만든제품

1)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다. 목공품

1)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의 부분품(관세청고시에 의한「수출입통관편람」통칙2호의“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제시된물품”을말한다)

2) 돗자리,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키, 통발,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3)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아이스크림스틱, 옷걸이, 스풀, 콥, 보빈, 리일, 성냥개

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부채, 사진틀, 거울틀,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붓대,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세면용 보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장부편, 노, 삿대, 관, 꽃꽂이상자, 우산류·지팡이·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이젤(畵架), 신발류, 위패, 귀이개,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체(Sieve) 또는 이들과유사한제품

4)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된 판재로 제작되

고성형된걸레받이·벽판·문선

5)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되고 두께 10mm

이하인판재로제작된나무상자·어묵판재·목재블라인드보호판·장식판

6)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되고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창문틀·문틀

라.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된 다음의 판재로

제작된것으로서수출국식물검역기관또는식물검역기관에등록된열처리업체가발행한

열처리증명서가 첨부된 목재 완제품. 이 경우 열처리증명서에는 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열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열처리업체 등록번호(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열처리

업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증명서 발행일자 및 발행기관(또는

업체명)이 기재되어있고관인(또는업체의대표직인)이 날인되어야한다.

1) 4면 이상이사포또는도장된판재

2) 성형된판재

검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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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된 후 ACQ로 가압

처리(압력: 980.7kPa 이상, 흡수량: 2.6kg/m3 이상, 침윤도 : 변재인 경우 전층에서

80% 이상, 심재인 경우 재면에서 10mm까지 80% 이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조업체의가공공정서가첨부된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

바.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제품

3⃞솜, 베, 종이, 끈, 그물등섬유제품의형태로가공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섬유제품으로서식물의포장재료로사용되지아니한아래물품

1)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나. 수세미제품

다. 모자, 가방 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4⃞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

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또는삶은것으로서밀봉포장되어있는식물

나. 전분

다. “50% 이상의 과산화수소수에 30분 이상 침지한 후, 식물체의 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기처리 및 표백처리하고 밀봉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밀봉포장 된 볏짚바구니 또는 볏짚멍석.

이 경우 증명서에는 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가공처리 업체명, 과수화수소수의

농도 및 침지시간, 증기처리 온도 및 처리시간, 증명서의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발행기관의관인이표시되어있어야한다.

라. 펠렛(Pellet)·크럼블(Crumble)·플레이크(Flake)·익스트루젼(Extrusion) 형태의

것으로서제조과정에서 60℃ 이상의온도로 10분 이상열처리하고밀봉포장된사료

5⃞병해충이서식할수없을정도로식물을가공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절단된 상태로 식물체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삶은 후 영하

17.8℃ 이하로냉동되어있는과실류

나. 찌거나 삶은 후 냉동처리한 옥수수·팥가루·고구마·감자·호박·동부콩·목이버섯·

밤·은행또는채소류

다. 구운 후냉동처리한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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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름에튀긴식물

마.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당근·건마늘·건양파·건파·건시금치·

건양배추·건청경채·건파슬리·건호박·건고추냉이·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

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딸기·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

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파쇄된 호두피·파쇄된 건코코넛

껍질·건쥬니퍼베리·건포도·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건자두 또는 이들과

유사한제품

바. 분말상태로가공하여밀봉포장된식물

사.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또는권련

아. 고열건조후연화처리하여가공한다음의장신구·완구·장식용품

1) 왕골 또는 골풀로만든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베개피·가방·신발 또는

이들과유사한제품

2) 부레옥잠 등의 수초로 만든 가방·신발·매트·바구니·부채·베개피·인형피·

모자·조화꽂이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3) 바나나잎 또는 대나무잎으로 만든 바구니·신발·테이블·방석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4) 식물체의온도가 100℃에도달한시점에서30분이상증열처리된밀짚·옥수수껍질·

옥수수잎·아바카·종려 또는 야자잎으로 만든 모자·모자테두리·인형·신발·

방석·가방·바구니·매트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5) 식물체의 온도가 70℃에 도달한 시점에서 5시간 이상 열처리된 것으로 제작된

Fern바구니

자. 건조 후소매용용기나캔으로밀봉되어있는식물

1)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6⃞기타

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에「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식물검역대상물품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식물검역을받아야한다.

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원식물검역심의

위원회를포함한다)에서정한물품[검사제외가공품품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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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서검사제외가공품으로정한물품]

■벌통(80℃ 이상에서 72시간 이상 열처리된 제재목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열처리증명서가 첨부된 것. 열처리증명서에는 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열처리 업체명, 열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증명서의 발행일자, 발행기관명 및

관인이기재또는표시되어야함) 

■ 삶거나찐후잘게절단한것으로서비닐로포장된건동규엽

■라피아(Raffia) 끈(표백처리된것)

■건콩비지(120℃ 이상에서 3시간이상열처리후밀봉포장된것)

■맥주맥찌꺼기(120℃ 이상에서 3시간이상열처리후밀봉포장된것)

■파쇄된건옥수수속대(80℃ 이상에서 5시간이상열처리후밀봉포장된것)

■호프펠렛(식물체의 온도가 60℃에 도달한 시점에서 5시간 이상 건조처리되고 식물체

온도 40℃이상에서 20분이상재건조처리후제조된것으로서제조즉시진공포장된것)

■ 잘게절단하여동결건조시키고비닐로포장되어있는콩나물

■건조후밀봉포장되어있는파쇄된올리브껍질

■잘게 절단하여 열풍 건조시키고 비닐로 포장된 브로콜리·피망·숙주·표고버섯 및

애느타리버섯 FRAKES

■물과 과산화수소를 50:50의 비율로 희석한 약품에 30분간 침지한 후 섭씨 100℃∼150

℃의증기로 30분간가역증기처리한볏짚삼태기, 볏짚새둥지, 지게용등받이, 짚신

■코코넛섬유매트(100℃ 이상에서 30분 이상열처리)

■파쇄된코코넛껍질(145℃ 이상에서 30분 이상건조한후밀봉포장된것)

※추가된사항이있는지여부는우리원홈페이지

“검역정보 - 수입식물검역정보 - 검사제외가공품예시”에서확인하시기바람

52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검역 Q&A

내지129-수정  2010.4.22 4:40 PM  페이지52   100  2400DPI 175LPI C M Y K



검사제외가공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물검역원에 신고

하지않아도되는지요?Q 2

검사제외가공품중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

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는 HSK번호에 해당되는물품은식물검역원에신고

하여검사제외가공품인지의여부에대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

[식물검역원에신고하여검사제외가공품인지여부확인을받아야하는경우]

■ HSK 10단위를기준으로동일한세번에식물과검사제외가공품이혼합되어있는경우임.

검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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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발생하는 심식나방류의 분류동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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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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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발생하는 심식나방류의 분류동정방법국립식물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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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단신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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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자연사박물관딱정벌레류특별기획전

딱정벌레류 특별기획전이 ’09년 7월 10일(금)에 시작하여 ’10년 2월 28일 (일) 까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특별기획전에서는 식물검역 업무, 검역해충

(딱정벌레류) 설명 및 표본 전시하였다. 또한, 식물검역

홍보 만화 3000부 배부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살아있는외국애완용곤충수입및사육금지

안내함으로써식물검역과관련하여효과적인홍보를할

수있었다.

또한, 식물검역 홍보 만화 3000부를 배부하여 식물

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살아있는 외국 애완용

곤충수입및사육금지안내함으로써식물검역과관련

하여효과적인홍보를할수있었다.

검역·검사·관리기관합동업무보고회개최

’10년 1월 14일(목) 15:00~16:20, 식물검역원, 종자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장관님을 모시고

2010년업무보고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3개기관장은농식품부의중점정책

방향인“국민과함께, 자연과함께성장하는매력적인농림수산식품산업육성”을위한경영혁신

과 소득증대 등 농식품부의 4개 정책과제가 달성될 때까지 전직원이 하나로 뭉쳐 마부작침의

각오로현장에서최선을다할것을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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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출입기자단대상정례브리핑실시

’10년 1월 20일(수) 11:00, 농식품부기자실에서동아일보한상

준기자등7개언론사가참석한가운데지난한해동안의수출입

식물검역통계분석결과를중심으로브리핑을실시하였다. 

식물검역홍보위원회개최

’10년 1월 22일(금), 14:30~17:30에 본원 4층 대회의실에서

식물검역홍보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번홍보위원회에서는본원

각과 및 지원 홍보담당 14명이 참여하여 ’09년 지원별 홍보실적

분석을통해우수사례를공유하였으며, '10년홍보종합계획의효율

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관별 홍보추진 특이사항과

애로사항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물검역원의

종합적이고체계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는데주력하였다.

향후, 홍보위원들은회의결과를토대로각지원별자체홍보를수립하여고객의필요를충족시

키는맞춤형홍보를추진할계획이다.

❶ ❷

❸ ❹

❶업무보고회전경

❷장관님당부말씀

❸식물검역원업무보고

❹건의사항말씀중

내지129-수정  2010.4.22 4:40 PM  페이지59   100  2400DPI 175LPI C M Y K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6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병해충관리체계구축방안공청회

병해충관리체계구축방안공청회가’10년

1월 26일(화) 13:30∼16:00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강당(4층)에서

있었다. 이 날 공청회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식검원등관계자132명참석했다.

농식품부 백영현사무관이‘해충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패널

담당기관별예찰과방제현황과추진계획에

대해설명하고질의및답변등이이루어졌다.

행안부국외훈련결과보고회개최

’10년 2월 4일(목) 16:00에 본원 4층대강당에서 2009 행안부국외단기연수출장결과보고회

를 개최하였다. 보고회 내용으로는 미국 식물검역연구소(CPHST) 소개와 미국의 작물보호 및

위기관리 시스템, 병해충위험분석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다. 미국 식물검역연구소에서는 어떤

일들을하는지와 외래병해충조기검출, 예찰, 방제, 박멸활동은어떻게하는지, 수입금지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IRA)은어떤기준과절차에의해서하는지에대해자세한내용이소개되었다.

생과실수출검역요령교육담당자사전교육실시

생과실수출검역요령교육담당자사전교육이’10년2월 17일(수) 15:00 ~ 18:30에본원대회의

실에서지원및사무소교관요원26명의참석아래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수출되는 생과실의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수출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예정인『2010년

생과실재배농가수출검역요건교육』에대비하여지원및

사무소교육담당자사전교육을목적으로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식물검역의 중요성 및 생과실 수출검역

요건교육의필요성, 생과실수출검역요령(미국배, 대만

배/사과 ,미국 포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타생과실수출및선과관련토의도함께이루어졌다.

농식품부최희종소비안전정책관인사 각 기관별패널자추진계획설명

공청회참석자 병해충관리체계설명백영현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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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발표방법’교육실시

국립식물검역원은’10년 2월 19일(금) 14:00~16:00에본원4층대강당에서본원및중부, 인천

공항, 중부격리재배소 직원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성스피치 이강성

소장님을강사로초빙하여‘아나운서처럼말하지말고목사처럼말하라’는주제로효과적인발표

방법에대해수강하였다. 

또한, 운영지원과주관으로공무원노사관계불법관행해소와에너지절감대책에대한교육도

병행하는등유익한시간을가졌다. 

외래병해충방제대책회의참석결과보고

’10년 2월 22일(월) 농식품부대회의실(418호)에서본부, 농진청, 식검원등관계자 18명의참석

한 가운데 감자걀쭉병 방제대책과 기타외래병해충 방제 대책, 해충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대책회의가있었다. 

협의회결과로는조직배양묘모본의씨감자151톤및미니씨감

자약96만개에대하여방제실시하기로였다. 또한식검원, 농진

청, 종자회사 등 바이러스 검사방법 통일과 감자걀쭉병에 대한

재 역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과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등에

강력한 제재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병해충관리체계구축방안은이견없이통과되었다. 

이날식물검역원은감자걀쭉병발생및역학조사결과를보고

하였고, 농진청은 ’10. 감자걀쭉병 분포조사 계획을, 종자원은

감자걀쭉병관리현황및사후관리계획을각각보고하였다. 

병해충분류동정멘토링연찬회개최

’10년 2월 23일(화) 병해충분류동정 멘토링 연찬회 및 2010년

도 교육계획협의회가 열렸다. 병해충분류동정멘토링은 2008년

부터 3년의계획으로병해충분류동정전문가를양성하기위하여

진균, 선충 등 13개 분야 67명의 검역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연찬회에는 9개 분야 30명이 참석하여 금년 교육계획을 협의

하고분야별분류동정교육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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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Workshop 개최

’10년 2월 24일~25일 양일간, 제주시 조천읍

대명리조트에서 원장님 외 특사경 53명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Workshop가 개최되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부장검사님을 모시고 '특사경 제도개관 및 기본

수사체계'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본원은

2010년 법위반사범 수사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하였다. 뒤이어 각 지원의 권역별 특성에 따른

수사실적성과제고추진방안발표가있었다. 

이외에수사업무발전을위한토론및의견수렴

도 이루어졌으며, 여미지식물원 견학등의 행사도

진행되었다.

식물검역소독기술(CATTS기술)개발관련세미나개최

중부격리재배관리소및안동대학교에서 "사과해충과CATTS 방역처리기술" 주제로세미나및

심포지움을아래와같이개최하였다. 

’10년 2월 23일(화), 16:00∼18:00에안동대학교국제교류관중회의실에서 2010년도농업과학

기술연구소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 날 심포지엄 주제로는 경북대학교 이경열교수님을 모시

고 열충격단백질과 곤충 온도 저항성과 사과연구소 최경희 박사님의 국내 사과 해충의 변화상,

미국농무부농업연구청(USDA ARS) Dr. Lisa Neven의CATTS against apple pests(사과해충

수확후방역처리기술)에대한주제로심포지엄이진행되었다.      

또한, ’10년 2월 24일(수), 11:00∼12:00에는 중부격리재배관리소 3층 회의실에서 국립식물

검역원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

(USDA ARS) Dr. Lisa Neven을모시고안동대학교김용균교수님을필두로 2009년부터식물

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CATTS 소독 기술 개발과 관련한

CATTS 기술 소개와 동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검역적 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사과해충수확후CATTS 방역처리기술’이라는주제로세미나가진행되었다.  

* CATTS(Controlled Atmosphere Thermal Treatment System) 

: 저산소가온처리는공기조성과열처리를융합한해충방제기술임. 

❶원장님인사말씀 ❷법무연수원부장검사특강

❸특사경들과함께 ❹여미지식물원견학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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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현장체험실시

인천공항지원에서는’10년 1월 6일(수) 경상

대학교학생(5명) 및’10년 1월 15일(금) 몬산토

코리아 직원(15명)이 내방하여 식물검역안내

동영상시청및화물수입검사·실험실검사등

검역현장견학을통한다양한식물검역체험을

하였다.

별도의수출식물검역장소확보운영

인천공항지원에서는 수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공항 정부합동청사내 주차장에

별도의 수출식물검역장소를 확보하여 차질

없는식물검역업무를수행하고있다.

구제역발생에따른홍보캠페인협조

인천공항지원은 ’10년 1월 14일(목)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공항여객청사 출국장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직원과 합동으로 해외여행객

을 대상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안내를 하는 등

홍보캠페인을협조하였다.

검역단신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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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식물검역전문가내방

’10년 1월 20일(수) 베트남 식물보호국장

(응웬 광민)외 7명이 내방하여 인천공항지원

업무소개, 실험실 견학, 국제우편사무소 검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인천공항지원을 소개

하는기회를마련하였다.

설전특별검역기간운영에따른

홍보캠페인실시

인천공항지원은“설전 특별검역기간

(1.25~2.12)”을 운영하면서 ’10년 1월 26일

(화)에는인천국제공항3층출국장에서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귀국 시 제수용

농산품등 식물류를 반입할 때 반드시 신고할

것을 알렸고 아울러 열대과일, 호두 등 금지

식물을반입하지말것을홍보하였다.

직원가족초청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실시

인천공항지원에서는 ’10년 1월 28일(목)

직원가족 28명을 초청하여“식물검역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지원소개 및 실험실

견학, 화물수입검역현장 체험 등을 통해 직원

가족에게 국경검역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식물검역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식물검역홍보용조끼교체

인천공항지원에서는 식물검역홍보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조끼를 교체하였

다. 디자인과색상에있어공항이미지와조화

를 이루고 있으며, 홍보캠페인 등 다각적인

행사에착용할수있도록선명한색상과산뜻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현재 공항이용

여행객들과 공항

상주직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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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사외소외계층위문방문

인천공항지원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10년

2월9일(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을위문방문

하여위문금및위문품을전달하였다.

24시간근무체계운영

국제우편사무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국제

우편물에 대해 24시간 통관 및 검역체계를

구축함에따라2월부터24시간근무체계운영을

시작하였다.  

설전특별검역기간운영에따른

세관직원X-ray 검색교육

김포공항사무소에서 ’10년 1월 21일(목)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직원 13명을 대상

으로 식물류 X-ray 검색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검역대상물품설명과생과실및종자류

에대한 X-ray 판독방법시연을통하여식물

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식물검역봉사활동(홍보도우미) 

행사실시

김포공항사무소에서는 ’10년 1월 23일~

25일(3일간) 서울금파중학교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봉사활동(홍보도우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식물검역 홍보 영상

시청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식물검역의 중요

성을배우는계기를마련하였다.

국제우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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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명예감시원 합동 수입식물류

불법유통합동단속

김포공항사무소’10년2월8일(월) 명예감시원

이성구 등 8명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임무

및법규등에대한합동교육후김포공항인근

대형마트 등 3개소에서 설 명절을 맞아 수입

식물류 불법유통 유무 합동단속과 함께 식물

검역홍보활동을실시하고명예감시원활동에

대한지속적인협조를당부하였다.

속초항CIQ 검역기관합동홍보캠페인실시

속초사무소는 ’10년 1월 28일(목)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

품질검사원 직원들과 함께 출국여행객과

소 무역상들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안내 홍보

캠페인을실시하였다.

인천항「식물검역현장체험」활기

졸업과 새학기를 맞아 화훼농가의 인천항

방문이 활기를 띄고 있다. ’10년 1월 22일과

2월 10일에는 영남화훼조합과 한국절화협회

회원 92명은 중부지원의 식물검역 현장을

방문하여 실험실에서 병해충 정밀검사 과정

및 곡류선상검사 현장견학 그리고 수입

절화류의 검역절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날 체험자들은 수입 절화류의 생육

상태및검역절차에깊은관심을보이며꼼꼼히

견학한 후 국내화훼농가의 대처방안을 모색

하는등유익한시간을보냈으며철저한검역

을 당부하는 한편, 식물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소중한추억을얻은것에감사의뜻을

전했다.

「설전특별검역」관련대국민홍보실시

중부지원은 지난 ’10년 1월 25일~2월 12일

(3주) 동안 설전 제수용품 등 수입농산물과

해외여행객의 반입식물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설정·운영하였다.

이번특별검역기간중에는이들수입농산물

속초사무소

중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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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단속과 더불어 신속통관을 위한

검역지원활동을전개하였으며여행객을대상

으로 식물검역과 금지식물 안내 및 구제역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검역업무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사와

SBS·KBS 등 방송을 통해 제수용 농산물의

검사방법, 소독처리및실험실정밀검사장면

등을심도있게보도하여식물검역활동사항을

널리전파하였다.

선상검사안전수칙리플릿제작·배부

중부지원에서는 선상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선상검사 안전수칙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련

선사 및 선박대리점에 배포하여 협조를 요청

하는 한편 선상검사 시 선장 및 선원을 대상

으로배부·홍보하고있다.

이번 리플릿은 식물검역 시 사용되는 장비

들에 대한 사전점검, 선상 이동 경로의 기름

등의 위험요소제거, 검역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창내 환기, 검사 중 크레인 사용 자제 등

5가지 필수 안전수칙에 관해 한국어 및 영어

와중국어로각각제작하였다.

현재 6,000부를 제작하여 인천항과 평택항

에 배부하고 Great Motion호를 비롯한 40개

의 선박 내 부착 및 선장과 선원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안전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세관, 검역소, 해경안전담당자와의협의

를 통해 선상검사의 안전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를구축코자노력하고있다.

학습세미나를통한식물방역관전문성향상

중부지원은 격주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업무의 발전과

전문지식함양을위한학습세미나를실시하고

있다. 

이는 검역 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검역노하우를 공유하고 최근 문제시 되는

다양한 병해충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를 통해

재검토함으로서현장검역의질적향상을도모

하고있다.

최근 실시된 학습세미나에서는 봄철 수입

묘목류 증가에 따라 품목별 주요해충에 대한

이해와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다뤄 철저한

검역을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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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다큐3부작“21세기행복한

밥상의조건(가제)”촬영

’10년 2월 24일 MBC 특집 다큐 3부작

“21세기 행복한 밥상의 조건(가제)”촬영이

중부지원 검역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촬영장면에는 외항에 정박되어 있는

OKIALOS호에 승선, 수입 옥수수(55,000톤)

에 대한 선상검사 장면을 시작으로 선박내

LMO 간이속성 검사장면, 식물검역원의 독자

적인원격네트워크시스템을통한해충분류

동정과정소개등생생한검역현장을담았다. 

총3부작중2부에속하는이번촬영은국내외

선진 검역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국내

식물검역 시스템의 선진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목재류수입관련업체간담회개최

중부지원은 ’10년 2월 25일 오후 목재류

수입사, 하역사, 선사 등 41개사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수입

원목의 적재 및 잔재류의 처리방법과 목재류

수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대책, 스프레

이소독절차등을설명한후업체별건의사항

을 청취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식물검역업무에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당부하였다. 

선상검사관계자간담회

평택사무소는 ’10년 1월 27일 원활한 선상

검사를 위한 사전준비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선박대리점인 아산해운, 코리아해운 등 선상

검사관계자를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국산 톱밥을 전용모선으로

수입할 경우 화주의 선상검사 요청에 대하여

선상검사가 가능하며 검사횟수는 목재칩의

경우와같이1회만실시하나첫번째검사에서

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구조가

Tween deck인 경우에는 2회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하였다.

또한 평택사무소는 휴일에도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상시검사를하는등민원인의편의를

도모하는데노력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었다.

평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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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실시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10년 1월 22일

경기도 여주군 농업기술센터 청미영농회원

30명이 방문한 가운데『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를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식물검역 홍보 DVD 상영, 수입

생과일류 및 냉동 과채류, 건조 농산물 등

수입농산물의 검역현장을 견학함으로서 방문

자들의 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좋은반응을얻고있다. 

현장체험 방문자들은 수입농산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다양한 품목과 수입수량, 청결함

에 놀라워하며 식물검역원에서 검역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농민과 농산물을 보호해 줄

것을부탁하였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식물검역 홍보

캠페인& 세관X-ray 판독요원교육

평택사무소는 설 전 제수용 농산물 특별

검역 운영에 맞추어 ’10년 2월 11일에 여행객

과소무역상인을대상으로식물검역홍보캠페

인을 펼치고 평택세관 X-ray 판독요원 10명

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홍보 캠페인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하였으며 수첩, 물티슈 등 홍보물

을 나누어 주며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할것을거듭강조하였다. 

세관 X-ray 판독요원에게는 실제 평택항

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식물검역 미필 물품은 즉시 식물검역에 통보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유지하기로하였다.

한국산생과실대만수출검역요건교육

천안사무소는 ’10년 1월 15일 충남 예산군

능금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농가 및 수출

관계자 90명을 대상으로 한국산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교육은 식물검역원 소개, 생과실 수출의

필요성, 대만수출검역요건, 건의및애로사항

청취로 이루어졌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검역요건준수를당부하였다.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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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전문가(경북대이경렬교수) 

특별강연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은’10년 1월 26일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이경렬 교수를

초청해“유전자 분석기법을 이용한 잎응애과

응애 동정방법 개발”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을실시하였다. 

이경렬교수는기술개발사업결과의현장적용

시험, 잎응애과의 형태적 특징 및 분자생물

학적 분류기법 연구결과 소개, 샘플 원형보존

방법(Non-mash method)을이용한DNA 추출

기술에대한강의및토론의시간을가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 및 기술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으로 서로 발전할

수있는좋은계기가되어앞으로식물검역에

서발생되는여러문제들도쉽게풀어나갈수

있을것으로기대감을나타내었다.

활기찬직장문화조성을위한

“Green-Q" 세미나

영남지원에서는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검역처분의 차이 등에 대하여 토론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함께 직원간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가져화합되는조직문화를이끌고자2010년도

“Green-Q(녹색검역)”세미나를개최하였다. 

첫시작은2월 23일영남지원대회의실에서

지원 직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내부 고객

만족도향상방안”을주제로세미나가열렸다.

백낙현 검역관을 멘토로 이민정 검역관이

멘티로 한 팀이 되어, 토론과제를 발표하였고

발표 후“멋진 영남인”선발기준과 학습

동아리운영방법등의내용에대해열띤토론을

하였다.

이번세미나는검역·검사의표준화, 검역·

검사 기법의 향상, 조직 활성화 및 업무 발전

방향, 고객만족도향상, 개인의역량향상등

다양한 토론 주제로 발표를 하고 관련업무의

전문지식이 많은 직원의 종합토론을 거쳐

토론결과를도출하도록진행하고있는데업무

발전은물론직원간의화합의장이될수있는

좋은기회가될것이다.

영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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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검역홍보관련업무지원및협력에

관한양해각서체결

’10년 2월 11일국립부산검역소대회의실에서

4개기관, 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부산

검역소의양해각서체결이있었다.

검역기관사이에우호관계를확인하고상호

신뢰를바탕으로국경검역홍보관련업무지원

및협력을위하여양해각서체결이있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서로의 기관이 함께

발전하는모습으로나아갈수있는좋은기회

가될것이다.

MBC TV “ 21세기 식품혁명 안전

지대를사수하라”

’10년 1월 29일 MBC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검역현장을촬영하기위해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 구미사무소를 방문하였다. “21세기

식품혁명의 안전지대 사수하라(가제)”라는

내용의 기획보도로 우리 농산물인 사과의

대만수출과정을보여주기위한것이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자국민이 먹는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까다로운 수출조건을 제시하고

철저한 검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이다. 한개의사과를수출하기위해서는생산

자가 수출조건에 맞게 생산, 관리해야 하고,

수출자는 생산된 사과를 선과장을 통해 규격

과조건에맞는사과만선별하여수출을위한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식물검역원에 수출

검역을맡아야한다.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제공

하는 수출의 필요성과 대만 수출사과의 보관,

선과 과정을 보여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시작부터끝까지관리하며지원하는식물검역

원의임무및역할을소개할예정이다. 

구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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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고객을위한”식물검역

홍보물품자체제작

어린이를 위한 맞춤 홍보 및 어린 자녀를

동반한 다문화 가정 고객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10년 2월 22일 김해공항 특색에 맞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였다. 어린이와 자진 신고

자 및 해외여행객들을 위하여 사탕과 간단한

식물검역안내문들로구성된홍보물품을우리

김해공항의멋진검역관들이직접구성하였다.

순발력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어린이

를 동반 가족여행자들에게 홍보 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사무소에서도 주문

을 바란다는 댓글로 검역관의 마음을 훈훈

하게만들고있다.

청소년홍보도우미및유관기관합동홍보

대구사무소는 지난 ’10년 1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대구국제공항 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는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

청소년 홍보도우미 8명과 수의과학 검역원

직원이 함께하였으며, 출국 전 여행자들에게

홍보물 배부 및 주요 수입금지식물류에 관한

설명 및 검역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높은 관심

을이끌어낼수있었다.

외국인유학생대상찾아가는식물검역홍보

대구사무소는 ’10년 2월 25일 경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학을 맞이하여 입국

유학생들의식물류반입건수가증가함에따라

사전 교육을 통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학부생 100명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기관소개 및 주요 검역대상 물품에

관한설명으로진행되었다. 

특히, 주요 금지식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해외여행객을 위한 홍보CF 및 동영상을 상영

하고,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유학생들의

높은호응을얻을수있었다.

대구사무소

김해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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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생과실 재배 농가 교육대비 교관

강의시연회개최

호남지원에서는 ’10년 1월 27일 호남지원

회의실에서국가별수출생과실재배농가교육

대비강의시연회를개최하였다.

이날시연회에는지원장님을비롯하여지원

과 사무소의 수출담당 주무와 담당자 20명이

참석하였고 담당교관 별로 만들어 온 국가별

수출농가교육자료발표와토론, 지원장님의

총평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행사를 통해서

지원과사무소의교육자료와교육방식을통일

하여 수출농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수출

농가들에게 보다 좋은 검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다.

고창군등수출배재배농가교육실시

호남지원은수출배재배농가의수출지원을

위하여’10년2월4일~3월5일까지나주고창,

부여, 김제, 완주, 무안 수출배 재배농가

396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원 소개 및 수출

식물검역절차, 국가별수출검역요건, 국가별

규제병해충 설명 등을 교육하였고, 수출농가

에대한보다질좋은서비스를위해농가들의

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청취하였다.

호남지원은 4월말까지관내대미배등수출

과수농가와관계기관임직원 1,750명에대한

교육을완료할예정이다.

제주공항 세관 X-ray 판독요원에

대한시연회개최

제주공항사무소는 ’10년 1월 21일 설 전

특별검역기간설정운영에따른일환으로유관

기관(수의과학검역원·제주세관)과 합동으로

세관x-ray 판독시연회를개최하였다.

금번 시연회에서 설 전 수입식물 특별검역

기간 설정 배경 설명과 해외여행객이 휴대

반입하는과일류, 건조농산물의 x-ray상특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참여한 3개 기관은

매년 정기적인 시연회를 개최를 실시하여

검역정보 교환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지속

적으로유지할것을다짐하였다. 

호남지원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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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합동홍보캠페인실시

제주공항사무소는 ’10년 2월 5일 제주공항

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등 유관기관 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해외가축전염병유입방지홍보및식물

검역홍보 리후렛 등을 배부하여 식물검역의

기능과역할을알수있도록하였다.

1사1촌결연마을소외계층위문행사실시

제주지원은’10년 2월 11일 1사1촌결연마을

(서귀포표선면성읍2리)을방문하여소외계층

위문행사를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결연마을 독거

노인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농번기 일손

돕기등결연사업추진계획을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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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사카와 다쿠지 / 역자 이영미

출판사김영사 | 2009년 7월 | 11,000원

책소개

썩지않는기묘한사과는어떻게만들어질까?

농약도 비료도 쓰지 않고 오직 정성만으로 최고의 사과를 만들어낸 한

농부의감동스토리!

■무농약 사과 재배를 향한 꿈의 도전기『기적의 사과』. 농약을 안 쓰고 사과 농사를 성공한 기적과

같은일을이뤄낸한농부가있다. 2006년 12월 7일 NHK에서다큐프로그램으로반영되면서일본

에서선풍적인바람을일으킨사과농가기무라아키노리씨의방송에서못다한이야기가펼쳐진다.

인간의나약함을이겨낸한남자와그를믿고지켜봐준가족들의이야기는뭐든쉽게포기하는요즘

사람들에게진정한가치와삶에대해생각하는시간을전한다.

■문명이진보하면서우리는늘편하게살아왔다. 농업역시마찬가지였다. 농약과비료의발달로보다

더손쉽게채소와과일을얻을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편리함에반기를든한농부가있었다. 그의

이름은기무라아키노리로불가능할것만같았던무농약사과재배의꿈을이뤄냈다. 이책은무농약

사과재배에최초로성공한그의도전과역경의감동실화를펼쳐낸다.

■사과를연구하고, 밭을연구하고, 밭에서살아가는생물들을모두연구하는기무라아키노리는진정

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농부이다. 그런 그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하는 것은 비단 무농약 사과재배에

성공해서만이아니라, 불가능을가능으로바꿔낸꿈꾸는인간의참모습을담고있기때문이다. 그의

도전정신과인간의잘못된상식을뒤집는삶의자세를통해진정한삶이무엇인지알아본다.

[이 책에담긴감동적인에피소드!]

■치명적인문제로사과밭의나무들이죽어가는순간, 기무라아키노리씨가할수있는일은사과나무

들에게 죽지 말라고 애원하는 일 밖에 없었다. 그때 그는 모든 사과나무들에게 매달려 애원했지만

이웃의밭과붙어있는나무들에게는차마애원하지못한다. 그리고시간이지나살아남은나무들을

관찰하던 그는 자신이 애원하지 않았던 나무들이 한 그루도 남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과나무를사랑하는기무라아키노리씨는진심어린목소리로뼈아픈후회를전한다.

저 자 - 이시카와다쿠지 石川拓治

1961년 이바라키 현 미토 시에서 출생했다.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편집 프로덕션 근무를 거쳐 1988년

프리랜서 작가로 독립했다. 저명한 논픽션 작가로 명성을 얻어,̀ 《삼류》《흉회》《B보이 샐러리맨》등 유명 연예인들의

자서전을 기획하고, 《타잔》《BURUTUS》《크루아상 프리미엄》《빅코믹》등의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활발한 글쓰기를

하고있다. 주요 저서로는《우리는어디에서왔나?》《포기했기에살수있었다》《국회의원촌장》등이있다.

- 기적의사과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75

내지129-수정  2010.4.22 4:40 PM  페이지75   100  2400DPI 175LPI C M Y K



검역자료

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 (’10. 1-2월)

2010. 1. 1. ∼ 2. 2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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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월부터 2월 중 수입식물에서 검출

된병해충은총196종 1,088건이었고규제

병해충은 72종(37%) 596건(55%)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58종(30%) 171건(16%),

비검역병해충은 66종(34%) 321건(30%)이

었다.

규제병해충 72종 596건 중 해충이 53종

(74%) 516건(87%)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19종(26%) 80건(13%)이 검출되었다. 해충

의 경우 곤충(493건 9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달팽이 12건, 선충 1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와 잡초가

각26건, 세균17건, 진균11건이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58종 171건 중 해충이

57종(98%) 169건(99%)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병은 1종(2%) 2건(1%)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39건 88%)이

대부분이었으며 선충 21건, 응애 5건,

달팽이4건이검출되었고병의경우진균만

2건이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66종 321건중해충이 38종

(58%) 166건(52%)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8종(42%) 155건(48%)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41건 8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21건, 응애 3건,

달팽이 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150건 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잡초5건이검출되었다.

구 분
병해충 총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196 1,088 72 596 58 171 66 321

해 충

소 계 148 851 53 516 57 169 38 166

곤 충 류 122 773 45 493 48 139 29 141

응 애 류 3 8 0 0 2 5 1 3

선 충 류 18 53 7 11 4 21 7 21

달팽이류 5 17 1 12 3 4 1 1

병

소 계 48 237 19 80 1 2 28 155

진 균 29 163 4 11 1 2 24 150

세 균 1 17 1 17 0 0 0 0

바이러스 12 26 12 26 0 0 0 0

잡 초 6 31 2 26 0 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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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자료

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2010. 1. 1. ∼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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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검역량 검역결과('10)
처분
비율
(%)
(B/A)

'10(A) '09
전년
대비
(%)

소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557,018 618,570 90 5,394 10,666 16,060 3 

곡류,사료류 등 톤 3,764,598 2,854,450 132 85,198 328 85,526 2 

수목류 천㎥ 1,124 682 165 636 0 636 57 

묘목,구근류 등 천개 33,459 29,668 113 1,948 122 2,070 6 

수

출

건수 건 12,065 10,693 113 2,360 4 2,364 20 

곡류,사료류 등 톤 37,485 87,759 43 799 1 800 2 

수목류 천㎥ 2 1 200 1 0 1 50 

묘목,구근류 등 천개 7,593 5,957 127 160 0 160 2 

수

입

건수 건 544,953 607,877 90 3,034 10,662 13,696 3 

곡류,사료류 등 톤 3,727,113 2,766,691 135 84,399 327 84,726 2 

수목류 천㎥ 1,122 681 165 635 0 635 57 

묘목,구근류 등 천개 25,866 23,711 109 1,788 122 1,910 7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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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자료

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2010. 1. 1. ∼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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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 방제용 유용동물 등) 미포함

구분 단위

검역량 검역결과('10)
처분
비율
(%)
(B/A)

'10(A) '09
전년
대비
(%)

소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32,939 26,711 123 5,367 163 5,530 17 

곡류,사료류 등 톤 3,761,098 2,851,003 132 85,197 307 85,504 2 

수목류 천㎥ 1,124 682 165 636 0 636 57 

묘목,구근류 등 천개 33,357 29,527 113 1,946 110 2,056 6 

수

출

건수 건 9,085 7,810 116 2,358 2 2,360 26 

곡류,사료류 등 톤 37,429 87,700 43 799 1 800 2 

수목류 천㎥ 2 1 200 1 0 1 50 

묘목,구근류 등 천개 7,551 5,924 127 160 0 160 2 

수

입

건수 건 23,854 18,901 126 3,009 161 3,170 13 

곡류,사료류 등 톤 3,723,669 2,763,303 135 84,398 306 84,704 2 

수목류 천㎥ 1,122 681 165 635 0 635 57 

묘목,구근류 등 천개 25,806 23,603 109 1,786 110 1,89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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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자료

수출입주요품목검역실적(화물)

2010. 1. 1. ∼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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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단위
'10(A) '09(B) 대비(A/B, %)

주요 상대국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수

출

파프리카 톤 605 1,688 433 1,535 140 110 일본

딸기 톤 273 88 212 77 129 115 일본

심비디움묘 천개 210 515 60 253 350 203 중국

사과 톤 157 1,251 143 997 110 126 대만

백합절화 천개 141 1,017 89 631 158 161 일본

장미절화 천개 77 2,177 63 1,095 122 199 일본

배 톤 345 4,319 388 4,751 89 91 미국,대만

팽이버섯 톤 202 1,405 271 1,963 75 72 미국,중국

수

입

바나나 톤 919 42,086 752 36,433 122 116 필리핀

오렌지 톤 801 13,856 515 9,055 156 153 미국,남아공

냉동고추 톤 303 23,980 254 18,627 119 129 중국

호두 톤 197 2,409 118 1,579 167 153 미국

냉동곶감 톤 90 1,826 4 92 2,250 1,984 중국

(양)상추 톤 90 1,069 2 2 4,500 53,430 중국

파인애플 톤 297 8,019 211 7,927 141 101 필리핀

커피원두 톤 460 17,284 328 15,446 140 112 베트남,인도네시아

목화씨(사료용) 톤 156 21,585 101 12,955 154 167 미국,베트남

브로콜리 톤 133 1,250 50 474 266 264 중국

밀(사료용) 톤 129 386,479 100 172,800 129 224 우크라이나

옥수수 톤 85 348,713 56 231,197 152 151 미국,브라질

건고추 톤 40 1,565 46 3,147 87 50 중국

포도 톤 102 2,051 142 2,710 72 76 칠레

양벚 톤 69 102 84 129 82 7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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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이동원내동정 / 인사이동

승 진

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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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구충환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 ’10. 1. 1.

영남지원 검역1과 반재용 호남지원 광양사무소장 ’10. 1. 5.

소 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김진성 국제검역협력과 ’10. 1. 5.

남부격리재배관리소장 김범술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장 〃
검역기획과 윤순홍 중부지원 검역1과장 〃

호남지원 광주사무소장 정상희 중부지원 조사분석과장 〃
영남지원 양산사무소장 김정중 중부지원 서울사무소장 〃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장 문희중 중부지원 안양사무소장 〃
제주지원장 강병철 중부지원 천안사무소장 〃

중부지원 서울사무소장 한병재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장 〃
중부지원 검역1과장 박창일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장 〃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장 김문식 영남지원 마산사무소장 〃
중부지원 안양사무소장 나진호 호남지원 광주사무소장 〃
중부지원 천안사무소장 강익범 제주지원장 〃

국제검역협력과 김양호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 〃
중부지원 조사분석과장 김병현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 〃
영남지원 마산사무소장 주성돈 남부격리재배관리소장 〃

제주지원 고명옥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10. 1. 4.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정창원 호남지원 〃
호남지원 김완수 제주지원 〃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신연석 운영지원과 〃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김동우 운영지원과 〃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권지현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노봉래 인천공항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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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운영지원과 임정식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0. 1. 4

운영지원과 이현무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영남지원 검역1과 김성욱 검역기획과 ’10. 1. 5.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최윤희 영남지원 검역1과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이금희 위험평가과 ’10. 1. 11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 김한일 인천공항지원 검역1과 〃
중부지원 검역1과 김영관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현우택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
인천공항지원 검역1과 전삼영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홍석구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 〃

국립식물검역원 김명현 중부지원 검역1과 〃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안희동 영남지원 검역1과 〃
영남지원 울산사무소 김수정 영남지원 검역2과 〃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장서연 영남지원 검역2과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서수정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
영남지원 검역2과 강연주 영남지원 울산사무소장 〃
영남지원 검역2과 곽춘석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임정식 호남지원 〃
호남지원 손점엽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
위험평가과 현익화 중부격리재배관리소 〃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전낙범 중부격리재배관리소 〃
중부지원 검역2과 조규달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10. 1. 18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이성진 인천공항지원 국제우편사무소 〃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노규진 인천공항 검역2과 〃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김 연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박영미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예미지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

인천공항지원 국제우편사무소 오인학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이은섭 인천공항 국제우편사무소 〃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곽민선 인천공항 김포공상사무소 〃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백상한 중부지원 검역2과 〃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전옥경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
영남지원 검역1과 이현진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
영남지원 검역2과 신남균 영남지원 검역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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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 조사분석과 홍순민 영남지원 양산사무소 ’10. 1. 18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하현국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
영남지원 양산사무소 김종보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장선희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박보경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유만상 영남지원 검역2과 〃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추연미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이 헌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윤영관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정미금 인천공항지원 국제우편사무소 ’10. 1. 22

인천공항지원 국제우편사무소 김소연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정은주 운영지원과 〃 사무기능직
일반직 특채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박양순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 〃
호남지원 전영숙 호남지원 〃 〃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조윤주 제주지원 〃 〃
국립수산과학원 박정일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 〃
국제검역협력과 김영혜 농림수산식품부 〃 〃

제주지원 강은희 국립수산과학원 〃 〃
제주지원 김미령 국립수산물검사소 〃 〃
운영지원과 김미현 검역기획과 〃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김화선 위험평가과 〃
운영지원과 권선희 방제과 〃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박종숙 인천공항 검역2과 〃
검역기획과 김근숙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방제과 강영희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박성숙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김순화 중부격리재배관리소 〃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차수정 국제검역협력과 〃
영남지원장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10. 2. 8

농관원 운영지원과장 조원량 운영지원과장 〃
농관원 품질검사과장 안광욱 영남지원장 〃

운영지원과장 황인식 농식품부 통일교육원 파견 〃
농식품부 박종서 국립식물검역원장 ’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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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 신 규 ” 정윤정 중부지원 검역1과 ’10. 2. 11.

〃 김병태 운영지원과 ’10. 1. 29.

소 속 성명 파 견 처 비고

방제과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농협 사업구조 개편 T/F 상황실』

지원근무 (기간 : 2010. 1. 8 ∼ 3.15)

검역기획과 김상엽
농림수산식품부『종자산업육성 T/F』파견

(기간 : 2010. 1. 1 ∼ 6.30)

소 속 성명 발령일자 비고

국립식물검역원 배인태 ’10. 2. 5

소 속 성명 기 간 발령일 비고

국립식물검역원 이현희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10. 1. 18. 복직

영남지원 검역1과 김나연 국립식물검역원 ’10. 2. 18. 휴직

신규임용

휴직 및 복직

파견(지원근무)

명예퇴직

소 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중부지원 검역1과 박문규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0. 1. 28

중부지원 검역2과 소 이정화 중부지원 검역1과 〃
중부지원 서울사무소 박홍숙 중부지원 검역2과 〃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김영애 중부지원 서울사무소 〃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박복인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

국립종자원 장진영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이태균 국제검역협력과 〃
중부지원 검역1과 한기연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김동우 농림수산식품부 〃
검역기획과 김상엽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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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좋다고즐겨먹는움식도궁합을잘못맞추면

효과를보지못하거난오히려실이되기쉽다.

영양학적으로좋은음식궁합과그렇지않은음식을알아본다.

불고기와들깻잎

이전에는 장아찌나 찹쌀풀을 묻혀 기름에 튀겨

먹는것이고작이었던들깻잎이요즘에는생선이나

불고기를 싸 먹거나 보신탕의 양념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무척 많아졌다. 그 향미가 독특한데가

영양가가뛰어나다는사실이밝여졌기때문이다. 

들깻잎에 들어 있는 철분의 양은 철분이 많기로

유명한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이나 되며 들깻잎 30g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는

셈이니그영양효과가대단하다는것을짐작을할수있다. 

한편 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칼슘과 비타민 A나 C가 매우 많이 들어 있다. 쇠고기의

단백질에는 동물의 정상 성장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다. 고기와 들깻

잎은궁합이잘맞는음식중에하나이다.

들깻잎에는 쇠고기에 적은 칼슘 등 무기질이 많고 비타민 A와 C가 많을 뿐 아니라 녹색을

띠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이 엽록소는 직접적인 영양소는 아니나 세포 부활작용, 지혈작용,

내몸을위한 음식궁합

알고있으면힘이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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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심 말초혈관 확장작용, 상처치유 촉진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등 특별한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으며식욕부진, 설사, 변비 같은위장장해에효과가큰것이증명되고있다. 

들깻잎에는 다른 채소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있다. 거기에다

양질의 섬유소를 가지고 있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불고기와들깻잎은잘어울리는명콤비인셈이다.  

스테이크파인애플

연육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먹고 위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의 일부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연육제는 배와 무였다. 배와 무에는 단백질 분해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와 함께 재어두면 연육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무화과

와 파파이아, 파인애플 등을 연육제로 사용한다. 파인

애플의 브로멜린은 0.005%의 미량을 고기 표면에

살포해도 연육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스테이크 요리

를 할 때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스테이크와 곁들여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고 후 식용

과일로파인애플을먹으면소화가촉진된다. 

설렁탕과깍두기

설렁탕은 소의 내장, 머리, 족, 뼈 등을 넣어 국물이

뽀얗게되도록푹끊인국또는그국에밥을만음식

이다. 밥과 함께 메밀국수 사리를 조금 섞어 만것도

있다. 설렁탕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소화가 잘되며 먹기 편한 음식

이다.

설렁탕은맛있게익은새빨간깍두기와함께먹으면맛이잘어울린다. 깍두기는설렁탕의누린내

제거효과가 있으며 무의 씹히는 촉감이 좋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크다. 설렁탕과 깍주기는 궁합이

잘맞는배합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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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식물검역정책고객으로모십니다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식물검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고객들의 정보 교환을 위해

『식물검역뉴스레터』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고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식물검역

정책고객(PCRM)』을모집하고있으니많은관심과신청바랍니다.

신청하신고객님께는최신의식물검역정보를제공해드리겠습니다.

< e-mail 고객등록신청서 >

◆신청방법 : 

□뉴스레터사이트에서구독신청(http://enews.npqs.go.k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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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사항은국립식물검역원검역기획과(담당이경석)로문의

(☎ 031-420-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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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생년월일

e-mail 주소 전화번호

주 소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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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원
(063-467-3456)

인천공항지원
(032-740-2072)

중부지원
(032-433-8632)

제주지원
(064-728-5400)

중부격리재배관리소
(031-202-6988)

영남지원
(051-467-0442)

남부격리재배관리소
(055-335-0210)

본 원
(031-44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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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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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은식물에해로운해외병해충이

국내에들어오는것을차단함으로써

우리의자연생태계와농림자원을보호하는

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식물검역 관련문의

1588-5117

[ 식물검역기관주소및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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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지역번호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FAX

본 원 031
44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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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지원 032
740-207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공항합동청사내)
400-718

740-2081

중부지원 032
433-863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3-1 402-835
433-8534

영남지원 051
467-0442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600-016
441-4518

호남지원 063
467-3456 전북 군산시 소룡동 11

(군산외항 후문)
573-879

468-9739

제주지원 064
728-5400 제주시 청사로 22(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4, 5층
690-755

728-5412

중부격리 031
202-698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3 443-400
204-0668

남부격리 055
335-021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621-822
33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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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국립식물검역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433-1

국립식물검역원 검역기획과 홍보담당자 앞

-

-4 3 0 0 1 6

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8.5.26~****

안양우체국승인
제40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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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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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소중한의견에귀기울이는국립식물검역원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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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포상안내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공무원의부패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율적인부패방지노력을확산시켜

나가기위해공익신고자포상금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식검훈령제118호)

신고대상부패행위

부패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부패행위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
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자체조사한결과사실로확인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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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 :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에접속하여「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서면, 전화, 방문 등편리한방법으로신고

식물검역원직원 : 홈페이지「원장과의대화방」, 「부조리신고센터」등사이버신고센터를이용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서면, 전화,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신고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신고방법

국립식물검역원
행동강령책임관 전화 031)420-7610 | FAX 031)42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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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연과 농업 식물검역원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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