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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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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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이하“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식물검역

원장”이라한다)에게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1. “내륙컨테이너기지”라함은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통관기지로 의왕내륙컨테이너

기지를말한다. 

2.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자를대신하여 검사신청, 검사

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말한다. 

제3조(근무시간 외 식물검역) ① 법 제12조

제2항및「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선상검사 대상

식물, 정부정책상수입에긴급을요하는식물,

항공기·여객선으로 수입되는 휴대식물 및

육상소독의 결과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근무

시간 외(이하“시간 외”라 한다) 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11조를준용한다.

②시간 외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선박

회사, 항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근무시간

내에관할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또는 사무

소장(이하“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

하여야하며지원장또는사무소장은접수

즉시 검역실시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에게통지한다. 다만, 정기항공기및여객

선으로 휴대 반입되는 식물의 검사신청은

사전신청을받지아니한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하여시간외검역처리가필요하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시간외근무자를배치한다.

『수입식물의검역요령』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7호(2010.8.27 개정)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자료공간→법령&고시’코너에서고시전문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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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시점부터 일몰

시점까지만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검사는 입국시점에서 지체

없이검사를하고, 일몰로인하여선상검사

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작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역된 식물이

부두구역 외로 반출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것에한하여선상검사에앞서하역을

허용할수있다. 

⑤지원장또는사무소장은위해사고의예방,

소독효과의 보장 등을 검토하여 시간 외

투약처리와 폐기처분을 승인 또는 확인할

수있다

⑥시간외근무자가실시한검사결과에따른

증명서발급등은식물방역관이우선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결과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보고한다.

제4조(검사신청서) 민원 담당자는 검사신청서

접수시에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

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병해충

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없다고인정하는것”은별표1과같다.

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수송 중 안전관리기준)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을국제박람회장또는내

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규칙 제9

조제2항의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②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약제살포 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의 경우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중

수송시점의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15℃ 이상일지라도 원목이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

방지조치 없이 검사장소로 화물을 수송할

수있다.

1. 약제명: 트리클로로폰액제

2. 살포액농도: 트리클로로폰액제500배액

3. 살포량: 표면적1m2당300㎖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안전관리기준)

규칙 제9조제3항제3호의“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고시한방법”이란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물품으로 이동

할수없도록조치된것을말한다.

제8조(금지품제외 대상물품 처리 절차)①식물

방역관은 수입자 또는 세관장이 모래, 자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금지품인지 여부

확인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는 현물 및 관련

서류를확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금지품제외

확인서를발급한적이있고신고된수입자·

수출자·수입품목·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에는 현물확인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최종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금지품이 아닌

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

의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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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문서에의하여세관에확인결과

를통보하는때에는그통보로금지품제외

확인서의발급에갈음할수있다.

제9조(식물류별, 수송형태별, 수입목적별검사방법)

규칙제18조제6항에따른식물류별, 수송형태별,

검사방법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6, 별표7, 별표8과같다. 

제10조(금지품·규제잡초 등 부착·혼입화물에

대한 선별폐기의 절차·방법)①규칙제18조

제3항에따라선별이가능한금지품·규제및

잠정규제 잡초가 발견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명령서 하단에“선별폐기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원장이 정한

선별폐기절차에따라선별폐기를할수있음”

이라는문구를기재하여명령서를발급한다.

②식물방역관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선별계획서를제출한후선별이

완료되어 별지 제4호서식의 선별완료신고

및확인검사요청서를제출할경우에는선별

확인검사를실시한다. 이경우화물이컨테

이너로부터 꺼내어져 있는 상태에서 검사

한다. 다만,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전부를폐기또는반송하고자하는

경우에는꺼내지아니할수있다.

③식물방역관은선별확인검사결과완전하게

선별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지제5호

서식의 폐기대상 수량확인서를 발급하고,

완전하게선별되지아니한경우에는수입자

에게1회에한하여재선별하도록한다.

④재 선별된 화물에 대한 선별확인검사에서

다시 완전하게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전체에대하여폐기하도록한다.

⑤제3항에 따라 폐기대상수량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폐기명령

수량은정정한다.

⑥선별및폐기는제1항에따른폐기명령서에

기재된폐기기간내에완료되어야한다.

⑦제1항내지제6항에도불구하고소맥또는

대맥(이하“맥류”라한다)에혼입된협잡물의

경우에는별표9 제6호에따라폐기한다.

제11조(폐기대상물의 관리)규칙제18조제6항에

따른 폐기대상품에 대한 관리 및 폐기방법을

별표 9와 같이 하고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대한처리방법을별표10과같이한다.

제12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발급되는 검사합격

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사

합격증명서의발급에갈음할수있고, 휴대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16호

서식의합격증인으로갈음할수있다.  

②검사합격증명서는 모선단위, 검사신청

단위 또는 검사단위별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있다. 

제13조(합격증인의 표시방법) 규칙 제29조에

따른 합격증인의 표시는 검정색 또는 청색

스탬프잉크로 하고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된식물검역대상물품

가. 봉투나 자루에 넣어 봉합된 것은 개봉

부위에식물검역테이프를봉하고테이

프부분과자루의경계부분에합격증인

을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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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개의 봉투나 자루가 상자 등으로

외포장된것은외포장의개포장부위에

식물검역테이프를 붙이고 위에 합격증

인을 찍되 검사하기 위하여 개봉한 내

포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시를 병행

한다.

다. 상자등포장속에낱개로들어있는것은

나목과같이외포장에만표시한다.

2. 묘목또는비포장식물검역대상물품

가. 별지제11호서식의꼬리표에합격증인을

찍어묶은부위나줄기밑부위에매단다.

나. 꼬리표지질은백색모조지로한다.

3. 관계기관의 서류 등 세관, 우체국 또는

수입자가 관계서류 등에 합격증인으로

증명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해당

서류의여백에날인하고서명한다

제14조(현지검역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지검역방법은별표11과같다.

제15조(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 및 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경유물품을실은차량또는컨테이너단위별로

전체수량을검사토록한다.

②경유승인을 신청한 자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않거나차량또는컨테이너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

되어경유승인불가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승인 사항을 보완하여

1회에한하여다시승인신청을할수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경유승인 신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 방역관을

배정하여검사하도록하여야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

종전의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2호

「수출입식물의 검역요령」, 행정지시된 검역

기획과-2451호(04.08.03), 검역기획과-

3456호(04.11.1), 검역기획과-3461호

(04.11.01), 검역기획과-2325호(06.08.10),

검역기획과-650호(07.05.01), 검역기획과-

3107호(07.10.10), 검역기획과-1073호

(09.04.17), 검역기획과-2525호(09.10.16),

검역 기획과-2609호(09.10.30), 검역기획

과-2858호(09.12.09), 검역기획과-1422호

(10.06.04)는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

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

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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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

하“규칙“이라한다)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

거가공품품목의예와가공품목확인등을정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1. “가공품목”이라 함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말한다.

2. “집성재”라 함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중양방향으로접착제조한제품을

말한다. 

3. “제품”이라 함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수있는상태의것을말한다.

4. “고열 건조”라 함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

충에대해열을 이용하여가공과정을거치는

동안죽어없어지도록처리한것을말한다.

5. “밀봉포장”이라 함은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수없도록포장된 상태를말한다. 

제3조(가공품 품목의 예)규칙제2조제2항에서

정한가공품품목의예는별표와같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방역관은 규칙

별지4호서식에따라검사신청된물품을확인

한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품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물품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

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

품목의해당여부를확인할수있다.

②제1항의현품확인결과가공품목이라하더

라도 규제 및 잠정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경우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면제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이전에가공품목확인

서를발급한적이있고신고된수입자·수

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

는현물에대한확인을생략하고서류에근

거하여확인할수있다. 다만, 최종검사일

로부터6개월이경과된건은제외한다.

④가공품목이라하더라도시행규칙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 경우「수입금지식물 해

당여부적용기준및선별기준」의고시에서

정한기준을따른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제4조에 따른 확

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

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갈음할수있다. 

제6조(현장검사)식물방역관은가공품목확인서

가 발급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

할수있다.

『가공품품목의예』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8호(2010.8.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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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고시는식물방역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0조제5호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기준업무를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한다) 제12조제3항및제18조

제3항의규정에의거수입금지식물의해당여부

적용기준과 금지품의 선별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1. “냉동식물”이라함은수출국에서영하17.8℃

(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발행한증명서가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사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보관되어있는식물을말한다.

2. “열처리“라함은목재류를그중심부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유지되도록하여

병해충을죽여없애는것을말한다.

3. “판재”라 함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산물

규격고시에서정한판재류중넓은판재를

의미하며두께가3cm 미만으로폭이두께의

4배이상인것을말한다. 

4. “경유”라함은규칙별표 1의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할때차량, 선박또는항공기에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경우를말한다. 

제3조(수입금지품의 적용 예) 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및

수입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및적용예는별표1과같다.

제4조(금지품의 선별 기준) 규칙 제18조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별표2와같다.

『수입금지식물해당여부적용기준및선별기준』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9호(2010.8.27 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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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1.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라 함은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한식물검역증명서를말한다.

2. “냉동식물”이라 함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냉동처리한내용이증

명서에기재되어있고수입식물검사시점

에영하 17.8℃(0℉) 이하로보관되어있는

식물을말한다.

제3조(식물검역증명서의첨부국가등)

①제1항의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해야하는

국가는별표와같다

②제1항 별표의국가중국가명이변경된때

에는변경전의국가를승계하는것으로본

다. 다만, 분리독립또는통폐합과정에서

분쟁등으로인하여동증명서제출이불가

능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동증명서첨부

를면제할수있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식물검역

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할수있는식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

같다.

1. 수출국의정부기관또는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와 수출증명서

(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첨부된냉동식물

2. 수출국의검역기관에서발행한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

되었거나단순하게가공한펠렛류·큐브류·

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혼합곡류등으로서밀폐포장된것

3.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첨부된식물

제5조(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

①식물검역증명서는「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지침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이기재

되어야한다.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0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 칙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기준』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0호(2010.8.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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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서 번호(No.) : 기록 유지를 제공하는

확인시스템과관련한고유한일련번호

2. 수출국 식물보호기관명(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증명서를발행하는국가명

및식물보호기관명

3. 수입국명 (To :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 수입국명

4. 수출자의이름및주소(Name and address

of exporter) : 외국주소를가진국제회사가

수출자로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

내의 수출대리인이나 선주의 이름과

주소를기재할수있다.

5.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수입자의

업체명

6. 포장의수및설명(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7. 원산지(Place of origin): 식물이 재배된

장소또는 국가명을기재

8. 품명 및 수량(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9. 기관의 직인(Stamp of organization) :

수출국식물보호기관의 스탬프또는표식

10. 식물방역관의 이름과 서명(Name of

authorized officer and Signature) :

서명은직접서명되어있어야한다.

11. 발행 일자(Date) : 화물이 출발일 이전

이어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

증명서로인정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

착오하여 검사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 식물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

(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경우

다.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수송되었으나 선하

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

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사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

되어 검사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

증권 수량의 합계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과일치하는경우

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

되지않았더라도증명서에기재된전체

수량과무역서류의품목별수량을더한

수량이일치하는경우

마.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수입량이적은경우

바.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관련서류및조사결과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식물검역증명서

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

조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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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포장개수만기재되어있더라도무역

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경우

3.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입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사

신청서의수입자가다르더라도실소유자임

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 식물검역증명서의수출자란에기재된수출

자와 검사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수있는관련서류를제출하는경우

5. 식물검역증명서가수출국에서선적일이후

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식물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사일자가

기재되어있거나수출국의식물검역기관이

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경우

6. 식물검역증명서의컨테이너화물이수출국

에서같은적재선으로밀폐수송되고경유

국을거치는과정에컨테이너화물이분할

되어각각다른적재선으로수입되어선하

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식물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또는탈자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경우

8.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

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물품에식물검역대상품목이내장

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

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곤란한경우에는주요품명만기재

할수있다

제6조(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

되지아니한건에대하여는다음각항의절차

에따라처리한다.

①수입식물검사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하도록요구한다.

②수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는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수입자에게

촉구한다. 다만촉구이전에수입자가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촉구를

생략할수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및 촉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수입

자가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

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할수있다.

④제2항에 따른 촉구기간 내에 보완기간

연장요청 없이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

반송을 명하되, 폐기·반송명령 이행기간

내에 보완되면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적용하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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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0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

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과 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선박, 항

공기, 차량및저장소의검역과식물검역전용

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전용구역“이라 함은 검사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  으로서식물검역대상물

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

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선박, 항공기, 차량 및 저장소 검역)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식물

류 등을 적재하고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저장소 및 식

물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

물에 대한 식물검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와같다.

제4조(식물검역전용구역등의기준)규칙제20조

제1항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

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전용구역면적: 165m2이상

2. 검사대

가. 수량 : 1대이상

나. 규격 : 별지제1호서식과같다.

3. 조명시설

가. 식물장치구역: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

부터3m 전방에서200lux 이상

나. 검사대 :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

에서500lux 이상

제5조(검사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규칙제20조

제4항및규칙별표5제 9호에따른검사장소

지정표지판의규격은별지제2호서식과같다.

부 칙

『식물검역대상물품의운송수단과저장소의

검역및식물검역전용구역기준등』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1호(2010.8.27 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이하“법”

이라한다),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

칙에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식물검역원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1. 대리인 : “대리인”이란식물등을수출하려

는 자를 대신하여 검사신청, 검사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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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적재 방법) ① 식물

검역대상물품을 장치하는 보세창고는 당해

물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화물관리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한 구역으로 장치하고

검사에 필요한 수량을 골고루 채취 할 수

있는간격을유지하여야한다.

②규칙제20조제4항및규칙별표5 제9호에

따른원목의구분적재방법및식물잔재물

의처리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독이완료된원목과소독이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적재한다.

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소독완료 표기(글자 크기 가로

20cm×세로20cm 이상) 한다. 

예) 소독완료(’09. 3. 22.)

3. 원목 검사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부두의식물잔재물을포함한다)은

완전히수거하여원목과함께훈증소독

하거나잔재물만모아서훈증소독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0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 칙

『수출식물의검역요령』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2호(2010.8.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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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지검사 : “재배지검사”란 수입국이

요구하는검역요건에따라식물의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 병해충 발생유무를

검사하는것을말한다.

제3조(검사신청) 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신청은 서면, 우편,

모사전송및정보통산망에의한다.

②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수출자”라

한다)는규칙별지제26호서식의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이하“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

신청서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목적을표기하여신청하여야한다.

③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검사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기재하여야한다.

④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재배지에서의

생육 중 검사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종자류, 구근류 및 묘목류 등(이하“종자”

라한다)의경우수출자는검사신청서에제

8조에 따른 재배지검사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

내역서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⑤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이 경우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이하“지원장또는사무소장”이라한다.)은

별지제1호서식의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사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⑥식물방역관은 검사신청서가 제출되면

품명, 수량, 학명, 수입국등검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 등에

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한다.

제4조(수출검사) ① 식물방역관은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실시

하고수출자가원하는일시및장소에서검사

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수출자에게통지한다. 다만, 신선도의유지가

요구되지 않고 소량인 경우에는 국립식물

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수있다.

②수입국 식물검역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출검사는 그 약정한 내용을

따르며, 수입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원장이

정한「품목별 서류·현장검사 방법과

실험실정밀검사의방법」을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려는 식물에서

상대국 우려병해충 검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

할수있다.

제5조(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①식물방역관은

검사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 날인으로

갈음할수있다.  

②수출검역증명서에는 기재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다만, 학명의 경우

여러가지식물이복합적으로구성되는등

학명의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명 기재란에“Not applicable”또는

“N/A"라고기재한다.

③수출검역증명서는 검사신청서별로 2부를

발급하여 그 중 1부는 수출자에게 발급하

고1부는검사신청서와함께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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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출검역증명서는 현장검사 출장시 식물

방역관이현장에서발급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재내용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경우에는귀청하여발급할수있다. 

⑤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자가 2부 이상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수있다.

⑥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의 여백에 수령자의

성명, 상호및전화번호를기재하고서명을

받은후발급한다.

⑦수출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검역

증명서의 택배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택배로 송부하고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

여백에“택배(상호)”라고기재한다.

⑧수입국이 특정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하도록요구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

에따른다.

1. 제8조에 따른 종자의 재배지검사 결과

는수출검역증명서부기란에다음의예

와 같이 기재한다. 다만 재배지검사를

받지아니한경우에도국내에분포하지

아니한병해충에대하여는해당병해충

이없음을부기할수있다.

예) 해당 식물은 재배지검사 결과 ○○

병에감염되지않았음

2. 그 밖에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부기사항은해당요건을따른다.

⑨수출자가 수출검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를 접수

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2일이내로한다.

1. 수출검역증명서의기재사항변경, 오기

수정,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급하

되 새로 발행하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이증명서는○년○월○일자로

발급한 증명서(번호포함)를 대체함

(This certificate is to supercede the

certificate No.____ on dd/mm/yy)”이

라고 기재한다. 이 경우 이전에 발급한

수출검역증명서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

에는회수하여관련검사신청서와함께

보관한다.

2. 수출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

는당초검사한식물방역관이발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교육·출장등으로

당초검사한식물방역관에의한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출검사업무 담당

주무또는동주무의직속상급자명의로

발행할수있다.

3. 특정사항에대한부기가누락되어재발

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당초검사결과

의 내용 또는 제8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사항을부기할수있다.  

⑩식물방역관은 수출검역증명서의 위조

또는 도용(盜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검역

증명서의부기란에화물의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를기재하여발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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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식물방역관은 식물방역법 제2조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수출검역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⑫검사결과 대상식물을 불합격 처리한 때에

는발행한수출검역증명서2부를검사신청

서와 함께 보관하고 전산시스템의 합격수

량은 불합격수량(반송)으로 수정하여 등록

한다. 

제6조(재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①수입통관되

지 아니하였거나(중계무역의 경우 또는 자유

무역지역에반입된경우등을말한다) 수입통

관된후재수출되는식물등이검사결과수입

국의요건에부합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와

같이수출검역증명서를발급한다.

1.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지 아니

한상태에서저장, 분할, 조합또는재포장

된식물등의경우에는규칙별지제27호서

식의재수출검역증명서를발급한다. 이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 란에는 생산국

(Country of origin)을표기한다.

2.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었거나

식물본래의형태나특성이변하도록가공

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란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한국으로 표기하되 괄호 내에

생산국을병기한다. 

예) Place of origin: Republic of

Korea(Country of origin: China)

②통관되지않은수입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자가제3국으로반송하고자재수출

검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를 실시

하고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재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

할수있다.

제7조(인공 번식된 CITES 대상식물의증명등)

①「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제12조제2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수출허가면

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호어느하나의과·속또는종에해당

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자하는때에는해당식물이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번식된식물”을부기하여발급한다.

1. 선인장과(Cactaceae)

2. 소철과(Cycadaceae)

3. 알로에속(Aloe spp.)

4. 난초과(Orchidaceae) 중 온시디움속

(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

(Phalaenopsis spp.)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수출한실적을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5일까지 식물검역

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종자의 재배지검사) 생육기간 중에 수입

국의 우려 병해충 발생유무를 검사하는 종자

의 재배지검사에 대한 신청, 검사방법, 합격

기준및합격된종자의관리는별표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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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사)수출자가

사전에상대국우려병해충에대한검사를받아

종자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종자에대한사전검사요령은별표2와

같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의 수출검사)

규칙제35조제1항 단서에따라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수출검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식물

및물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을 제외한

모든수출식물

2. 제5조11항에 따라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

하는물품

제11조(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의 검사서류

송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방역관은 수출

검사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야한다.

제12조(근무시간 외 수출식물검역) ① 법 제2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수출

식물의 검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

(이하“시간외”라한다) 식물검역을실시할수

있다. 이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

②시간외식물검역을받고자하는자는근무

시간내에관할지원장또는사무소장에게

검사신청을하여야한다. 

③지원장또는사무소장은접수즉시검역실

시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

고, 신청내용을검토하여시간외검역처리

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간외

근무자를배치한다.

④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시점부터 일몰시

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장소가 조명시설이 갖추어진 창고 등

으로수출검사에지장이없는경우는예외

로검사를실시할수있다.

제1조이고시는2010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5-2호「수출용

종자에대한사전검사요령」및행정지시된검역기획과-3461(’04. 11. 1)은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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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10년도

상반기 농산물 수출입 검역건수는 총 11만

4천738건으로 지난해 9만7천479건 보다

18% 증가하였다고밝혔다.

□수출 검역건수는 2만8천29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6천156건 보다 8% 증가했다.

○수출검역이크게증가한이유는쌀, 새송이

버섯, 단감, 장미절화, 종려묘목 등의

수출이활발했기때문이다.

○국가별로는호주·뉴질랜드로쌀, 미국·

캐나다로 새송이버섯, 태국·베트남으로

단감, 일본으로 장미절화, 네덜란드로

종려묘목등이주로수출됐다.

□수입 검역건수는 지난해 7만1천323건 보다

21%나증가한 8만6천446건으로나타났다.

○화훼류(36%), 과실류(28%), 곡류(23%),

사료류(23%) 등이주로증가한가운데개별

품목별로는 국화절화(114%), 옥수수

(67%), 오렌지(55%), 감자(29%), 바나나

(27%), 밀(17%), 콩(14%) 등이증가하였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되어

폐기, 반송되거나 소독 처분된 건수는 총 1만

5천304건으로 전체 검역건수 8만6천446

건의 17.7%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처분건수(1만2천459건)보다 23% 증가된

것으로나타났다.

○발견된 규제병해충은 총 299종으로 ’09년

(284종) 보다 5%증가하였으며, 중국산

국화절화 등에서 굴파리과 해충 등 총

25종의국내미기록병해충이발견되었다.

□국립식물검역원은하반기생과실수출시즌을

맞이하여 수출재배단지 관리부터 최종 수출

검역까지 상시 수출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수입동향을 지속 점검하여 품목별

특별검역기간을운영할계획이다.

검역소식

상반기식물검역수출·수입모두늘어

- 지난해보다수출은8%, 수입은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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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 검역(화물)

《유형별검역실적》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
(A/B,%)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종자류 톤 1,123 196 1,101 219 102 89 

묘목류 천개 1,166 9,303 1,201 7,636 97 122

곡 류 톤 1,251 37,461 1,049 25,226 119 149

과실류 톤 1,559 9,230 1,626 9,017 96 102

채소류 톤 11,728 28,897 12,346 31,757 95 91

화훼류 천개 1,647 23,124 1,740 19,653 95 118

수출입 검역건수(화물)

(단위 : 건)

구 분
’10(A) ’09(B)

전년 동기대비
(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전 체 114,738 - 97,479 - 118 -

수 출 28,292

90천톤

26,156

152천톤

108

60

5천㎥ 7천㎥ 71

34,480천개 28,246개 122

수 입 86,446

13,024천톤

71,323

10,392천톤

121

125

3,087천㎥ 2,574천㎥ 120

101,851천개 91,459천개 111

※비식물류(생물학적방제용유용동물, 모래, 자갈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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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역(화물)

《유형별검역실적》

수출식물류 증감품목(화물)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
(A/B,%)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종자류 톤 3,856 7,986 3,231 10,807 119 74

묘목류 천개 4,516 47,145 4,727 41,606 96 113

곡 류 톤 3,552 3,403,360 3,118 2,775,072 114 123

과실류 톤 19,275 392,859 14,252 306,928 135 128

채소류 톤 13,281 220,152 11,735 217,217 113 101

화훼류 천개 1,751 24,285 1,330 17,852 132 136

수목류 천㎥ 11,645 3,089 9,386 2,573 124 120

특작류 톤 7,924 167,442 6,994 158,180 113 106

사료류 톤 11,500 8,105,960 8,987 6,575,040 128 123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
(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새송이버섯 톤 603 1,149 345 434 175 265

단감 톤 84 332 73 160 115 208

종려묘목 천개 29 41 15 23 193 179

쌀 톤 147 1,918 114 1,226 129 156

장미절화 천개 307 9,588 260 7,300 118 131

심비디움묘 천개 232 832 114 668 204 125

파프리카 톤 2,307 8,732 1,811 8,597 127 102

배 톤 570 6,475 630 6,771 9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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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류 증감품목(화물)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
(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국화절화 천개 157 12,386 109 5,784 14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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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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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팔파건초 톤 726 78,173 484 51,462 150 152

감자 톤 128 15,011 76 11,592 16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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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톤 412 1,157,900 350 992,173 118 117

콩 톤 374 649,550 358 572,210 104 114

건고추 톤 109 4,381 132 5,966 83 73

양파 톤 228 9,280 377 20,967 60 44

병해충명 분류군 국가 품목

Conchaspis angraeci 깍지벌레류 말레이지아 쉐프레라묘목

Dendropemon sp. 소바구미과 필리핀 나왕각재

Diaphorina sp. 나무이과 태국 라임잎

Duplachionaspis divergens 깍지벌레과 태국 레몬그라스

Fusarium decemcellulare 진균 중국 Camellia묘목

Liriomyza trifolii 굴파리과 중국 국화절화

Phenacoccus madeirensis 가루깍지벌레과 에콰도르 Senecio절화

Polydrusus sp. 바구미과 네덜란드 유포비아절화

Rhopobota sp. 잎말이나방과 독일 엽연초

상반기 신규검출 규제 병해충 : 25종



검역소식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21

병해충명 분류군 국가 품목

Thrips australis 총채벌레과 미국 왁스플라워절화

Athetis sp. 밤나방과 대만 동양란묘

Boettgerilla pallens 달팽이류 중국 양상추

Crenidorsum turpiniae 가루이과 중국 목서묘목

Didymella lycopersici 진균 인도네시아 금목서묘목

Echinothrips americanus 총채벌레과 네덜란드 칼라절화

Fiorinia coronata 깍지벌레과 태국 고무나무묘목

Furcaspis biformis 깍지벌레과 인도네시아 페딜란투스묘목

Leptosphaeria avenaria 진균 중국 모란묘목

Megalurothrips usitatus 총채벌레과 대만 양상추

Polygraphus polygraphus 나무좀과 러시아 우드칩

Pythium splendens 진균 중국 회양목묘목

Spilococcus mamillariae 가루깍지벌레과 멕시코 에케베리아삽수

Tetraponera rufonigra 개미과 베트남 아카시아각재

Uroleucon cichorii 진딧물과 중국 양상추

Xyleborus abscissus 나무좀과 러시아 전나무각재

여름휴가철식물류특별검역및수출식물검역지원강화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열대과일 등의

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의 유입

이 우려됨에 따라 7. 19 ~ 8. 22(약 1개월)

까지 특별검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검역을

강화하고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시간대에검역인력을추가배치

하고, 세관등유관기관과협조하여금지

식물 유입 우려지역의 여행객에 대해서

검역탐지견과X-ray를통해검사를강화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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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검역기간중여행객들이휴대한

과일류등금지식물이입국장에서폐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국장에서「열대

과일반입금지」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망고, 파파야등대부분의열대생과일,

호두, 애완용곤충등은여행객이휴대

물품으로반입할수없음

□국립식물검역원은금년을우리나라산사과의

미국시장 수출 원년으로 삼기 위해 수출검역

지원에총력을다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산 사과는 그동안 대미 수출을

위한세부검역규정이체결되지않아수출이

이루어지지않았으나, 

○금년 8월중 미국측과 사과수출 세부검역

규정의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늦어도

금년12월부터우리나라산사과가미국에

수출이가능하게될것으로보고있다.

※현재까지 농협무역에서 약 800톤의

수출을희망하고있음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검역종합지원

시스템」을 8월말까지 구축하고 본격 운영

하기로하였다. 

○「수출식물검역종합시스템」은 수출대상

작목의생산이력과외국의검역규정등의

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갖고있어,

○재배농가는 수출대상국의 수입조건에

따른재배및관리로수출맞춤형영농이

가능하게 되고, 수출업체는 지역별 품목

별 수출대상 농산물 재배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수확이전이라도 수출 계획

수립 및 수출계약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출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해외병해충 유입 예방 및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하여 8.30.∼9.17.까지 특별검역을 실시

한다고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수입되는

제수용품(건고사리, 밤, 도라지 등)과

수요증가예상농산물(송이버섯, 마늘등)에

대해중점적으로검역을실시하며, 병해충

부착위험도가 낮은 농산물은 서류검사만

으로신속히통관되도록할계획이다.

○또한, 자체 특별단속반을 활용, 수입된

제수용 농산물의 보관창고, 판매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여 관련

규정위반행위를철저히단속할계획이다.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여행객이 외국에서 식물류를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것을당부하였다.

추석제수용농산물특별검역

- 국립식물검역원, ’10. 8. 30 ∼9. 17, “특별검역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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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아태지역식

물보호위원회(FAO/APPPC)와 공동으로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일본, 중국, 호주 등

25개국 식물검역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박멸에 관한

워크숍을개최한다.

* APPPC : Asia &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ttee

○이번워크숍은아시아지역에서는처음개최

되는행사로서최근아태지역회원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감귤궤

양병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양상 및 박멸

활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회원국

간관련정보와경험을공유하고효율적인

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주최국을대표하여참석한농림수산식품부

정승 제2차관은“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무·배추 등

채소종자 8종의 브라질 수출과 사과의 미국

수출을 위한 식물검역요건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채소종자는 우리나라 수출주력 농산물임

에도불구하고그동안브라질과검역협상이

타결되지않아수출이불가능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이 지난해부터 국내 종자

업계와협의하여수출검역협상에주력한

결과, 우리측이 요구한 배추, 무 등 채소

종자 8종의 수출검역요건이 이번에 타결

된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십자화과 채소

종자(8종)는 국립식물검역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브라질로수출이가능하다.

- 8종 : 배추, 무,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콜리플라워, 방울양배추, 콜라비

□사과는 그동안 한-미 검역당국이 세부검역

요건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금년산부터

소독처리를 실시한 국산 사과의 미국수출이

가능하게되었다.

□식물검역원은우리농산물수출잠재력을확대

하기 위하여 금년에 새로이 미국과 사과·

감귤, 브라질과 채소종자 등의 검역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파프리카의 중국진출을 위한

검역협상에주력해나갈계획이다.

금년산채소종자, 사과수출시장확대

- 브라질에채소종자, 미국에사과수출검역요건확정-

신종식물병해충국제공동대응체계출범

- 아·태지역25개국국제워크숍개최(8월30일부터5일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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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병해충출현등예기치못한사태가

전세계적으로빈발하고있음을지적하며,

○각국의 식물검역기관들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한층 중요해졌다”

고강조하였다.  

○최근국내에서도주홍날개꽃매미, 선녀벌

레 등 외래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여러나라들의외래식물병해충

박멸 경험은 앞으로 국내에서 신종 병해

충들의유입·확산을방지하는데큰도움

이될것으로보인다.

□국립식물검역원은 금년에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국제식물보호기구(IPPC) 부의장

(식물검역원 임규옥 박사)을 배출한데 이어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리더쉽을강화하고

국내 식물검역역량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전망하였다.

* 참석국가 : 한국, ASEAN 10개국, 중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몽골, 피지, 통가,

아제르바이젠, 우즈베키스탄,

FAO/APPPC사무국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10. 7. 12일

부터 한달간 불법으로 밀반입한 외국곤충을

애완용으로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3명을

적발입건조치하였다고밝혔다. 

□이번에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들은

애완용곤충사육붐에편승하여외국의애완용

곤충을 주로 국제우편물로 불법 반입하여

인터넷카페등을통해판매·유통해왔었다.

○충북청주시소재조모씨(25세) 등 3명은

금년4월과 5월일본및대만산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시가 180만원 상당)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여종 74마리(시가

100만원상당)를품목과수취인을허위로

기재, 국제우편물로 부정하게 수입하여

사육하다적발되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입한 외래곤충을

애완용으로 사육해 온 미성년 학생 18명에

대하여는 외래곤충 불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설명하고선도조치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사슴벌레 등 6종 성충 115마

리, 뮤엘러리 사슴벌레 등 10여종의 유충

218마리 총 333마리 외래곤충을 수거하여

폐기조치하였다.

불법애완용외래곤충적발

- 국립식물검역원, 외국곤충부정수입후유통한자입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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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불법반입한외국곤충의주요사진

프라스틱상자에유충을넣어수입 페트병안이끼와함께성충과유충넣음

사슴벌레성충과풍뎅이유충 외국곤충적발현장에서수거한상자

□국립식물검역원은 이들 불법 유통 외국곤충이

자연환경에 유출될 때에는 농업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고박멸하기도

어렵다고밝히고, 앞으로불법으로외국곤충을

수입·판매·사육하는행위에대하여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적발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관련자 모두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식물검역원은 애완용 외래곤충

사육의불법성에대한국민들이인식이낮음에

따라이를계도하기위한캠페인도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하였다

[붙임]  불법반입한외국곤충주요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Sacramento 카운티(North Highland 지역) 및 Kern 카운티(Arvin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귤과실파리와 오이과실파리가 발생되어 동 지역산 기주식물을 수입제한

(’10.8.19일위생증발급분부터적용) 지역에아래와같이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제한 적용일 이후에 선적된 화물은“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

검역증명서에부기하지않은과실류에대해서는수입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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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미국캘리포니아주과실파리기주식물수입제한지역추가

수 입 제 한 지 역 기 주 식 물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Santa Monica 지역, Pasadena 지역 및 San

Marino지역), 샌디에고 카운티(Escondido 지역), <Sacramento 카운티

(North Highland 지역) 및 Kern 카운티(Arvin 지역) 추가>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키위, 아보카도, 감, 포도, 멜론, 석류

플로리다주 Plam Beach 카운티(Boca Raton지역)
감귤류(오렌지, 자몽), 포도, 키위,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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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Phytoplasma 검사법현장적용

매뉴얼개발

과제결과요약

1. 과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1) ’07 ~ ’08년 외부용역과제 결과를

토대로 Phytoplasma 검사법을 현장에

적용하기위한세부매뉴얼개발

나. 단계별목표

(1) 검사대상기주의선정

(2) 검사대상부위선정

(3) PCR 및Nested PCR 검사법적용

(4) 매뉴얼작성

2. 최종 과제결과

가. 묘목류에대한검사대상기주선정완료

나. 적정 검사대상 부위의 선정 및 PCR

검사법적용완료

다. 현장에서사용가능한매뉴얼작업완료

3.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매뉴얼 일선 보급 및 검사법에 대한

세미나실시

나. 검사법 일선 적용 후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검증및보완

Ⅰ. 연구배경및목표

1. 연구배경

가. 수입품목의다양화

(1) 수입품목의다양화로인하여격리재배

대상 식물 뿐 아니라 화훼 묘 을 통한

파이토플라스마의유입에대한우려가

증가

(2) 격리재배특성상 다량의 묘목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재배됨으로 검역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수입시점에서

정밀한검사를하는것이중요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예 미 지
kittymc@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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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일관성을위한검사대상품목

에대한선정이필요

나. 병원체 특성상 기주식물에 매우 낮은

농도 및 특정부위에만 존재하여 검출이

매우어려움

(1) Phytoplasma 검사를위한Primer들

이개발되어져있으나검출실적없음

(2) 식물체 초기 병징이 없고 기주 내에

국지적으로 존재하므로 현장에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법의정립이필요

2. 목표

가. 현장적용이가능한매뉴얼작성

(1) ’07 ~ ’08년 외부용역과제를 통해

완성된검사법의적용시험

(2) 일선현장에서보다효율적으로검사

할수있는방안모색

Ⅱ. 재료및방법

1. 재료

가. 09년수입된재식용묘목류

나. 기개발된PCR Primer 

(1) First PCR Primer 

- P1/P7 Primer 및SN910601/SN011119

(2) Nested PCR Primer

- R16F2n/R16R2, AS1/AS2 외3종

2. 방법

가. Phytoplasma 검사를위한식물체샘플

방법개선

(1) 식물체의 수입시기 및 상태를 고려

각각의방법검토

나. DNA 분리방법의비교

(1) Qiagen kit를 이용한 방법과 CTAB

법을이용한방법비교

다. First PCR과Nested PCR 검사조건확립

(1) 각각의 Primer 조합을 통해 최적

조합검색

(2) Nested PCR의필요성검증

라. 결과해석을위한제한효소분석법모색

마. 식물체 DNA분리 유무확인을 위한

internal control PCR 방법모색

바. Phytoplasam 검사를위한현장검역용

매뉴얼작성

Ⅲ. 연구결과및고찰

1. 결과

가검사대상부위선정

(1) 잎이없는휴면상태의묘목으로수입시

- 묘목의근원부, 뿌리이용

- 사부조직만을 분리하기 위해 목재

중심부를제거

(2) 잎이없는상태로1년생의작은묘목

- 목재의 중심부 제거가 어려우므로

가지전체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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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잎이달린묘목의경우

- 잎의주맥만분리하여이용

나. PCR 검사법적용

(1) DNA 분리방법

-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마쇄 후

DNeasy kit(Quigen) 이용

- kit 이용이 불가능한 묘목의 경우

CTAB을이용한매뉴얼방식이용

- 결과적으로 Kit와 매뉴얼방식

크게차이없음

다.  PCR 검사

(1) First PCR의결과

- P1, P7 Primer 와 SN910601/

SN011119 primer 비교

1.11 호두나무,  2.12 이팝나무,  3.13 쥐똥나무,
4.14 광 나 무,  5.15 수국나무,  6.16 블루베리,
7.17 자두나무,  8,18 소귀나무,  9.19 Positive,
10,20 병꽃나무

- First PCR 에서는 두 종류의

Primer 모두Positive에서만반응

(2) Nested PCR법

- 각각의Primer를조합하여Nested

PCR 최적조건검색

No template
Nested
Primer

size

result

SN 
Primer

P1/P7

1,31 Positive

독일 Primer 1.2kb

+ +

2,32 자두나무 - -

3,33 블루베리 + +

4,34 병꽃나무 + +

5,35 이팝나무 - -

6,36 쥐똥나무 - -

7,37 Positive

R16F2n/R2 1.2kb

+ +

8,38 자두나무 - -

9,39 블루베리 - +

10,40 병꽃나무 + +

11,41 이팝나무 - -

12,42 쥐똥나무 - -

13,43 Positive

As1/As2 540bp

+ +

14,44 자두나무 - +

15,45 블루베리 - +

16,46 병꽃나무 + +

17,47 이팝나무 + +

18,48 쥐똥나무 - +

19,49 Positive

Universal
Lim 2

300bp

+ +

20,50 자두나무 - -

21,51 블루베리 - -

22,52 병꽃나무 + +

23,53 이팝나무 - -

24,54 쥐똥나무 - -

25,55 Positive

Universal
Lim 3

1.2kb

+ +

26,56 자두나무 - +

27,57 블루베리 - -

28,58 병꽃나무 + +

29,59 이팝나무 - +

30,60 쥐똥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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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sted PCR 결과기존의P1/P7과

As1/As2의 조합은 식물체 DAN가

증폭

- SN Primer와 R16F2n/R2 조합이

적당한것으로보임

(3) 붉나무 묘목을 이용한 Nested PCR

검정

1-6 : 붉나무 1차 PCR,  M : size marker,  
7-12 : 붉나무 Nested PCR

- 육안상 이병증상이 없는 각기 다른

붉나무 6주를 채집하여 Nested

PCR을 실시한결과 1차 PCR 에서

는Phytoplasma 가검출되지않았

으나 Nested PCR 에서는 3주에서

Phytoplasma가검출

- 따라서, 수입시 농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존재하는 Phytoplasma

검사에는반드시Nested PCR 까지

실시후감염여부를판단

라. 결과해석을위한제한효소처리

1. 병꽃나무, 2. 붉나무, 3. 대추나무,

4. Marker   

(1) 16SrRNA gene을이용한PCR 검사시

식물체 엽록체 DNA가 증폭되는

경우가있음, 특히nested PCR 이용시

엽록체증폭을완전히차단하는것은

어려움

(2) 일부 식물체 엽록체가 증폭된 것으

로의심되는경우제한효소처리

- Sca I 효소는 Phytoplasma

16sRNA는효소사이트가있고엽

록체에서는 제한 효소 사이트가

없으므로 Phytoplasma 감염여부

를쉽게판단할수있음



Phytoplasma 검사법 현장적용 매뉴얼 개발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31

- 중국에서 수입된 묘목 중 nested

에서 Phytoplasma 의심주로

생각된 병꽃나무의 경우 엽록체

DNA가증폭된것임

마. Plant Internal gene을이용한PCR 

(1) 가지나 근원경 DNA를 분리시 식물

체 특성에 따라 DNA분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1차 PCR시 DNA

분리 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식물체의 엽록체를 증폭시키는

Primer 사용하여 DNA 분리여부를

판단

2. 고찰

가. 검역현장에서 Phytoplasma검출을

위한PCR 검사법정립

(1) 1차 PCR 및 Nested PCR 실시하여

감염여부를판단

(2) 엽록체 DNA 증폭여부 확인을 위한

제한효소처리

나. 기주체선정및검사법정리하여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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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포도애기잎말이
나방 검역지역 설정

○미동식물검역청(APHIS)은 캘리포니아주

일부 카운티에 포도애기 잎말이나방

(Lobesia botrana) 검역지역을설정하는

연방정부명령을내림

○연방정부명령의세부내용

-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검역 지역을

설정하는기준을규정

- 검역지역내에 규제되는 식물의 목록을

제공하고예외를확인

- 검역지역 외부로 규제 물품의 이동

조건을설정

※검역지역은 Fresno, Lake,

Mendocino, Merced, Napa,

Solano, Sonoma 카운티 등이며,

검역지역산규제물품의주간이동은

제한됨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유충은유럽, 지중해,

러시아남부, 일본, 중동, 아프리카남서부

에서발견됨

- 1986년 이후로 미국에서 이 해충에

대한조사를실시하였고, 2009년 캘리

포니아에서처음으로발견됨

2. 미국 테네시주의 호두에서 thousand
canker disease 발견

○미국 테네시주의 호두에서 Geosmithia

morbida(국내미분포종)가 일으키는

thousand canker disease를발견.

- 이 병은 Black walnut같은 일부 호두

종에서 감수성이 있으며, walnut

twig beetle(Pityophthorus juglandis :

국내미분포종)이매개함.

- 이 병은 토착 black walnuts분포지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번에 발견 되기

전에 이 병은 미국 서부 8개주에서

주로발견됨.

- 미국미조리, 네브라스카, 캔자스, 미시간,

인디아나주를 포함한 몇몇 주는 피해

주로부터의 일부 호두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검역을 시작했거나 시작하고

있음

3. 미국 검역당국, 땔나무 이동 방지 당부

○미국 검역당국(APHIS)은 땔나무를 통한

산림 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캠핑 등

야외활동시사용할땔나무는캠핑장소

에서 구매할 것과 남은 땔나무를 집으로

되가져오는행동을자제해줄것을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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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알락하늘소, Emerald Ash Borer,

매미나방 등 주요 해충들이 사람들이

가져가는땔나무를통해다른지역으로

확산될수있기때문

- 이러한 해충 때문에 산림이 손실되면

생태계를 훼손하고 산림산업에 영향을

미침

※Emerald ash borer : 물푸레나무

(ash tree)를 공격하는 천공성 해충

으로 매우 공격적이어서 감염된 후

2∼3년 내에 사멸함. 유충은 수피

밑으로 터널을 형성해서 체관과

변재를 섭식하며, 미시간주, 일리

노이스, 인디아나주, 아이오아,

켄터키, 마리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에서증상발견

4. 멕시코, 감귤그린병 Sinaloa 주로 확산

○멕시코는 Sinaloa 주 Escuinapa 시 및

Mazatlan 시 주택가의 레몬나무에서

감귤그린병이확인됨에따라Sinaloa 주를

경계지역으로추가선포

- 이로서멕시코감귤그린병발생지역은

Yucatan, Quintana Roo, Nayarit,

Jalisco, Campeche, Colima 및

Sinaloa 등7개주로확대되었음

- 현행규정에 따르면, 감귤과수생산농민

들은 감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 식물위생품질청(Senasica)이

지정한 식물 위생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함

-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전역의

감귤과 식물(어린싹, 배아, 묘목 등)

생산은해충방지그물을씌워통제및

보호해야함

5. 중국, 흰개미 유입 방지를 위해 목재
포장재 등 검역 강화

○중국검역당국은흰개미류의유입을막기

위하여각세관검역국에수입화물과목재

포장재 및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강화

토록조치

- 최근강소성곤산세관은싱가폴에서온

컨테이너에서 수만 마리의 집흰개미

(Coptotermes formosanus Shiraki)

를 적발하는 등 올해 곤산세관에서

흰개미류39회적발

○분석에 따르면 흰개미는 높은 온도에서

생활하는곤충으로기온상승과함께날개

달린개미들이개미굴을벗어나고있음

- 빈번한 국제무역과 함께 보다 많은

흰개미들이화물, 운송도구및포장재와

함께원거리전파를하고적절한환경에

정착하여정착피해를조성하고있음. 

- 특히 동남아시아, 대만 지역에 대한

흰개미검역을 강화하여 제때에 대응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필요시 세관

통관입국화물에대한컨테이너검사및

공장하역감독강화를권장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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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Tuta absoluta(Tomato leaf
miner) 발생

○영국 농업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은

영국 중부 Worcestershire에서 Tuta

absoluta(Tomato leaf miner)가 발생

했다고공식발표

- 영국은 작년 3월 남부지방의 수입채소

선과장에서 T. absoluta가 발생한 후

10월에완전박멸을선언하였으나이번에

다시발생함

- T. absoluta는토마토생산의약30%에

상당하는 양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은

매우시급하다고강조함

Tuta absoluta

7. 볼리비아, 감자뿔나방 발생으로 감자 생산
위협

○볼리비아 Ayopaya 주 Independencia

시의회는 감자뿔나방(Phthorimaea

Operculella : 국내 분포종) 관련 자연

재해및비상사태를선포함.

- 감자뿔나방은현재비축해놓은종서와

수확한감자의 87%를공격하고있으며,

이 나방의 확산 원인은 기후변화와

인증되지 않은 종자의 사용에 의한 것

으로, 감자생산이급감하고, 가격급등을

야기

- 이 나방은 감자를 공격하는 가장 파괴

적인 해충이며, 열매 안에 알을 낳아

유충을번식시키며이후나방으로변태해

작물의부패와품질저하를야기

- 시의회 소속 기술진은 나방 척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작물을

초토화시킬수있다고우려

감자뿔나방 (Phthorimaea Operculella) 

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Panicum
mosaic virus가 발생

○호주 검역 당국은 IPPC(국제 식물보호

협회)에 Panicum mosaic virus(국내

미분포종)가호주의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발병했음을공식보고함.

- 이 바이러스는 북아메리카에서 수입된

버팔로그라스에 의해서 호주로 유입된

것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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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러스는2008년6월에터프그라스

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기계적

수단(제초기날)으로만전파되는것으로

알려짐

9.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아나주에서 감귤
더뎅이병원균 발견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은 텍사스주

주거지역내레몬과감귤나무와루지애나주

주거지역 내 라임나무에서 감귤더뎅이병

(Sweet Orange Scab)의 원인균인

Elsinoe australis을확인.

- 감귤그린병과 감귤궤양병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CHRP)의

일환으로매년감귤류조사를수행하던

중확인. 

- 미국내 감귤더뎅이병이 존재한다는

첫번째보고임.

- 기주 식물의 일부(과일, 잎, 가지)를

외부로이동을금하는연방긴급조치를

공표.

- APHIS는감염의원인과정도를밝히기

위해서대학과연계하여노력중.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박 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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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수출확대를위한식물검역원의역할

요즘 세계 각국을 여행 하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상품이나 대형 선전

광고물들을쉽게접할수가있다.

이런상품들을보면주로세계최고의상품들이고소비자들이선호하는

걸알수있다. 이렇게주목받게된것이세계 10위권의무역규모를자랑

하는우리국력과경제력의힘이아닐까하고생각해본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 위해선 경제규모와 더불어 올림픽이며 월드컵을

개최하고노벨상수상자를배출해야한다라고들하는데우리나라는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이미 다 갖추었고 세계의 대통령 이라할 수 있는 UN

사무총장도한국인이고, 금년도서울G20 정상회담을준비하는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우리의위상이점점확고한위치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

걸느끼게한다.

최근에는우리의문화와예술·스포츠등정서적인면과체력에이르기

까지한류바람을일으키면서우리가먹고생활하는식품산업과농산물들도

많은관심을끌고있다. 그래서이런기회를잘살려우리농산물의수출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농산물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식물검역원과생산자및수출자의역할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그첫번째로농산물수출검역확대를위한식물검역위원의역할과자세

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특별기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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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수는 총 66종(병30, 해충36종)으로

알려져있다. 그중대표적인피해병해충으로는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 흰불나방등을들수

있으며이들의방제비만도연간 300-6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농·임산물의안전생산을도모하고자연

자원을보호하고 식물에피해를주는병해충이

국경을넘어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출·

입식물과 식물성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

등을철저히검사하고있으며, 규제병해충등이

발견되면소독, 반송, 폐기등엄격한방역조치를

취하고있다. 

또한 국제식물보호협약 (FAO/IPPC, 회원국

170개국)이란 조직을 설립하여 국제간 방역의

공조를이루고있으며, 세계의병해충발생정보

등을 공유하며 예방과 방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3년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고

2010년 현재 식물검역원을 대표하는 임규옥

박사가부의장에당선되어2년간의장단의일원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와 워크숍 등을

국내에유치하기도하고아세안저개발국가들을

초청하여검역기술연수등을지원하는등국제

사회에서 식물검역의 리더그룹으로 활발히

활동하고있다.

특히국가간에식물및식물성산물을수출·입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식물에 서식하거나

기주로 활동하는 병해충 분포상황 등을 파악

하고 예찰·방제방법 과 병해충 위험도 등을

평가하는 8단계 과정을 거쳐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져야가능하다. 한편양국간에수·출입이

타결된식물이라도국가간에검역문제를무역의

불공정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WTO/SPS, 회원국164개국)을규정하고있는데

우리나라도이기구가설립되던해인 1995년에

가입하여함께공조하며운영하고있다.

이런 절차를 걸쳐 현재까지 타결된 수출가능

국가와품목수는14개국50개품목이며, 앞으로

계속협상진행중인품목도 17개국 45개 품목에

달하고있다.

각국에서도자국의농산물을수출하기위해서

계속상대국에수출품목확대를요구하고있고,

우리나라도상대국에소비동향과수출전망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품목을 선택하기위하여 수출

업체나 관련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각계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공유와도움이필요하다.

또한 이미 타결된 품목이라도 수출 국가로

부터 부당한 검역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한사례들을검역원에알려주어야상대국과

검역협상 시에 이를 거론하여 다음부터라도

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할수있으므로수출업계

관계자들의 현장사례와 상대국의 수출·입

관련정보제공등이필요하다.

이와같이식물검역원은수출·입검역업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협상을 진행하고 국내유입

병해충에대한예찰방제, 병해충의위험도평가와

분류동정을실시하며이들의생리·생태·분포

소독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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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좀더 선진화된 수출 농산물 검역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출자의 애로사항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 공감하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자세로임할때우리농산물의수출이증대되고

검역체계가굳건해질것으로생각한다.

2.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자·
수출자의 역할

요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단체들이 품목별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자조금을 마련

하기도하고해외시장개척을위한의욕이높아

지면서 수출검역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

지고있다.

정부의수출지원정책의영향도컷겠지만생산자

농업인들의 인식과 기술수준 또한 많이 향상

되었고 선진 농업국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농업의경쟁력이있고외국제품에뒤지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 한 결과 어느

정도 자신감과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아닌가생각된다.

몇 년 전만해도 우리농업은 양(量)적 위주의

생산에 매달려 왔으나 요즘은 질(質)적 위주로

품질을고급화하고소비자의기호에맞는기능성

상품이며 맞춤형 생산·판매까지 발전 하므로써

가격경쟁력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훨씬 유리

하다는 걸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보고 느끼고

익혀왔기때문이아닌가여겨진다.

또한 한류열풍과 맞물려 외국에서도 우리

농산물및농식품류에대한소비자반응이좋은

이때에 확실한 해외 바이어(고객)를 확보하여

판매망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생각된다.

그래서 두번째로 우리 농산물 수출활대를

위한 생산자·수출자 들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한다.

특히사업이호황이거나수출이잘될때일수록

농산물생산자나수출자들이간과하기쉬운일,

꼭 명심하고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

해두고자한다.

첫째 : 모처럼 타결한 수출 상대국과의 신뢰

구축을위해서는수출검역요건을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외국의 농산물도 위험

한 병해충이 부착 되 있으면 수입할 수 없듯

이우리의상품도상대국의검역요건에충족

되도록병해충등이부착되지않으면서청정

하고 안전 하게 예방·방제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기해야한다.

둘째 : 수출 계약된 규격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판매공급해야한다.

매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에 따라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것이 농산물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을 수입해가는 수입상이나

바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품질규격이

일정하지않은비규격품은수출업자나업체

한 곳 뿐만 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가

신인도 마저 떨어뜨리게 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출품 선과장 선과책임자는 규격

농산물 선과작업과 엄격한 포장관리에 철저

를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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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전국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끼리 연합

하여 생산·포장·출자 등을 규모화

해야한다.

특정품목의경우수입국소비자들반응이좋아

지속적인 대량 물량을 주문하여도 공급량이

부족하거나다른농가물건을조달하는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생산규모

가영세한상황에서는개미들이모여집단을

이루어성을쌓듯이품목별로협동하며연합

해야규격물량확보도가능하게되고수출경

쟁력도 있게 된다. 특히 이들끼리 과다 경쟁

을하거나덤핑판매행위를하게되면모두가

공멸하게된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넷째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윤리

경영자세로임해야한다.

소비자를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건강에

해로운농약성분이검출된다든지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고

수출계약 후 내수판매가격이 좋거나 수확

시기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계약조건을 파기

하는행위등은지속적인수출을포기하거나

애써사귀어놓은단골고객을저버리는우매한

처사가될것이다.

다섯째 : 품질향상을 위한 상품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향상에노력해야한다.

소비자들은 새롭고 제일 좋은 상품을 선호

한다. 현재보다좋은품질의상품을만들고자

하는자세로연구하며노력하고고객의마음

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멈추지않아야한다.

해외에 유명한 농산물 브랜드 업체(델몬트,

썬키스트, 돌, 제프리 등)들이 하루아침에

명성이 쌓여 진게 아니다. 이보다 더 세심한

사항들을 유의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가능했을거라고생각된다.

우리의 농산물과 농식품류들도 머지않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쳐 우리의

꿈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싸왓디카, 씨암”

- 태국현지검역을다녀와서 -

1. 몰라도 너무 몰랐던 태국

가기전에공부를하기는했다. 인터넷에서

태국여행자와태국에사는사람들이써놓은

글을읽고, 태국여행책도사서봤다. 태국에서

발행하는영자신문‘Bangkok Post’를읽으

면서태국사회, 정치에대해서상식을넓히려

애를쓰기도했다. 그러면서도속으론百聞이 不如一見이니 가서 보면 또

놀랄일이있을거라예상했었다. 그런데, 결론부터말하자면, 나는몰라도

너무몰랐다.  

기 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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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원

농업연구사 이 예 희
yeheeyi@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41

“싸왓디카, 씨암.”

2. 태국에서 영어는 무용지물?

그렇다고들 했다.  태국사람들은 영어를 안

쓴다고. 식당도 영어메뉴판이 있는 데는 별로

없고, 없는데가많다고.  그런줄은알고갔다.

그런데부딪혀보니, 아는것과겪는것은전혀

별개였다.  숙소인호텔의안내데스크에서영어로

의사소통이되는직원은두명정도였고길거리

에서 영어(?)로 된 간판이라고는‘SONY’,

‘BMW’, ‘SAMSUNG’‘MITSUBISHI’

정도밖에볼수없었다.

처음엔 어이없고 마냥 불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없이 느리고 어설프게 느껴지던

태국이 다르게 다가왔다. 원하는 것을 말하면

갖다주는것이아니라, 궁금하거나원하는것이

있으면 내가 직접 움직여서 알아내고 가져와야

하는것에서일종의‘느림의미학’과같은것을

느끼게된것이다.  느리게약간불편하게사는

것에서오는, 정서적휴식이라고밖에는표현할

수없는느낌을.

내가 현지검역 업무와 호텔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을 때, 태국의 반정부시위대(일명 Red

Shirts)는 방콕 중심부를 점거하고 장기시위에

들어가있었다. 흥미롭게도태국은색깔로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의 정부기준으로

볼때Red는반정부, Yellow는친정부, Pink는

친왕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반정부시위가

한창일 때 정치와 연관된 색을 제외하고 나면

입을 옷이 없다는(혹은 벗고 다녀야 한다는)

농담이유행하기도했다.

매일 뉴스에서는 죽창, 타이어와 철조망으로

구축한 요새 안에서 생활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라디오에서는 총소리를 배경으로

빠르게 상황중계를 해 줬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상황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했다.

겨우 한 방송국에서 뉴스시간에 제공하는 짧은

영어자막으로 제한적인 정보를 얻을 뿐이었다.

자세한상황이해나얼마나위험한지등판단은

전혀할수가없었다.  

이때절실하게느낀것은영어가정말유용하

다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영자신문을 통해서

매일 매일 변하는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면 모르

는데서오는불안감이이루말할수없이컸을

것이다. ‘이래서 영어를 해야 하는구나.’라고

피부로느낀것은살면서진짜처음이었다.

3. 물 뿌리는 스님

태국 남부지방으로 망고스틴 재배지조사

출장을갔었을때다. 방문하기로한과수원에서

스님들을모셔놓고의식을하니좀늦게오라고

했다. 복을 비는 행사인 것 같았다. 도착해보니

아홉분의승려가단위에앉아경을읽고있었고

아래에는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의자에앉아있었다. 거의끝날무렵에

한 스님이 물을 뿌릴 준비를 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 앉았다. 물 맞을 준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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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나뭇가지에 물을 찍어 합장한 사람들

등에 뿌리면서 우리 일행이 앉은 곳으로 다가

왔다. 우리일행도합장을하고물을맞았다.

물맞으러나간사람들중엔 2-30대로보이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태국남자들은 일정기간

승려생활을반드시해야한다는것을알고있었

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다. 그런데 대형

마트에서‘Monk Set’이란 이름으로 가사,

밥그릇, 물그릇, 양초 등 승려생활에 필요한

물품세트를 팔고, 고속도로에서는 운전기사가

노점상이 파는 꽃묶음을 사서 경건한 기도를

드린 후에 백미러에 걸어 놓는 것을 보면서

불교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는것을배웠다.

4.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

합장하고 인사하는 사람들, 돋보기로 모아

쬐는듯따갑게살을태우던태양, 한밤에달리던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 길모퉁이 작은

불당들, 담장에서 펄럭이는 진노랑 깃발들,

거대한초상화, 노점에서때마다피워대는매캐한

숯불냄새.  

태국에서의 삼 개월은 기대하지 않았었던

많은것을배우고느꼈던값진경험이었다.



밀림 속에서

밀림은 못 보고...

40도
를웃도는바깥기온에차에서내릴엄두도내지못하는

그곳에가게되었다. 계곡이다바다다찾아나서는행렬

이한창인삼복의위세도한풀꺾여금방이라도가을이될것같은그런무렵이

었다.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제일 아래에 길게 뻗은 나라라는 것과

열대밀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이 그 폭염 속에 뛰어

들었다. 두리안 생과실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관리실태를 현지에서 확인

하기위함이었다. 동행은베테랑선배황의용계장님.

이곳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농장 5곳과 선과장 1곳을 비롯하여 말레이

시아 검역기관 등을 둘러보았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쿠알라룸푸르는

녹색도화지에 선을 몇 개 그은 듯했다. 풍요. 내가 말레이시아에 느낀

첫 느낌이었다. 밀림이라고 생각했던 벌판이 온통 오일팜이었다. 이후로

며칠간 보게 된 대부분의 산야가 오일팜, 고무나무, 두리안 등의 과수로

넘쳐났다. 부러웠다. 그풍요로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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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 조사분석과

홍 면 기
happynuri@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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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느낀것이언어였다.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시아 원주민, 중국계, 인도계, 아랍계 등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을 할 때는 자기들 언어를 쓴다.

학교에서 말레이시아어를 교육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어도 쓴다. 최근까지 영국령이었기

때문에영어도잘통한다. 특이하게도한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말이 두세 가지

섞여있다. 영어외에는알아듣지못하기때문에

여러곳에끼어들지는못했지만, 이러한문화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 신기했다. 한편으로 우리

나라도이렇게될수있을까? 이렇게되면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우리는우리식이있으니까. 

사실이들보다강한인상을남긴것이말레이

시아내화교들이었다. 말레이시아에있는다민족

중에 화교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힘은그정도있지않았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농장주,

선과장주, 건물주등은모두중국계였다. 이들은

부모 중 어느 한쪽 또는 둘 다가 중국인으로서

중국어를 쓰거나 읽는 것에는 다소 서툴지만

말은세가지는기본으로썼다. 이것이경쟁력의

하나처럼 보였다. 여기에 서로 연결된 상권이

또하나의경쟁력일것이리라. 그리고무엇보다

이들의 살갑고도 적극적인 태도, 웃는 얼굴이

가장 큰 경쟁력이리라 생각했다. 어설픈 내

눈치로는 이들의 태도가 하나도 꾸며진 듯

보이지않았다. 그냥몸에밴것이었다. 

현지에서식당을하고있는분의말에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여 명

있다고 했다. 화교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규모다. 우리가 그들처럼 자리매김을 못하는

이유가 다만 인구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생각을뒤로하고말레이시아를떠났다.

처음에는두렵기만했던낯선곳이었지만막상

둘러보니 다른 곳도 보고 싶어졌다. 다음엔

어떤그림을마음에담을수있을는지...



제주 올레, 올래?

제주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5년전만

해도삼다도(三多島)즉돌, 바람, 여자가많은섬이라고대답

했다. 하지만요근래에와서올레길이라고먼저말하곤한다. 그만큼요즘

들어제주올레가유명해졌다.

사람들이하도올레길올레길이라하여그뜻이궁금하여인터넷에검색

을해보니『올레』는제주방언으로좁은골목길을뜻하며, 통상큰길에서

집의대문까지이어지는좁은길을칭한다. 도보여행코스로각광을받고

있는 제주 올레길은 언론인 서명숙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서개발한것이다. 2007년9월8일제1코스(시흥초등학교에서광치기

해변, 총15km)가 개발된 이래, 2010년 4월까지 총 18개의 코스가 개발

되어 있으며, 총

길이가 300km에

달한다. 각코스는

일반적으로길이가

15km이내이며,

평균 소요시간이

5~6시간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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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 제주공항사무소

이 영 기
yklee07@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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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발령받은지벌써3년이다되어가지만완주를해본곳은몇군데되지않는다하지만궁금해

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살짝소개해보겠다.

일반적으로경관이뛰어나사람들이많이찾는코스는1코스, 7코스, 8코스, 10코스이다.

제주도는버스들이구석구석다니지않아올레를걷기위해서는렌트를하거나택시를자주이용

해야한다. 만약렌트를하지않고대중교통을이용하고싶다면제주공항 1층 1번게이트바로옆에

서귀포로가는리무진버스를이용하면된다. 이버스를타고종점인서귀포칼호텔에서내려서쇠소

깍(6코스)이나외돌개 (7코스)로가면수월하게시작할수있다. 만약 7코스의중간에 있는제주풍

림리조트에서투숙을한다면무료셔틀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이것을이용해 1~10 코스를무료

로이동할수있다.

올레길을걸으면서가장중요한것이바로안내표지이다.

올레를걷는사람들을위한안내표시는화살표, 리본, 간세, 길안내간세등이있다. 

화살표는주로길바닥, 돌담, 전신주등에그려져있고,

파란색화살표는올레의순방향, 주황색은역방향을나타

낸다. 리본은 화살표를 표시하기 어려운 산길에서 주로

눈에 띈다. 느릿느릿한 한 게으름뱅이란 뜻인 제주어

‘간세다리’에서따온‘간세’는제주올레의상징인조랑말

이라고한다. 이역시올레의진행방향을알려준다. 

사실 올레길을 걷다보면 의외의 곳에 이런 표시들이

있어 보물찾기 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 추가적으로『제주

올레 패스포트』라는 것이 있다. 이 패스포트는 제중올레

사무국, 각 코스의 시·종점 및 제주올레 안내소, 이스타

항공데스크에서15,000원에구입이가능하다.

이패스포트에각코스의시작점, 중간점, 종점에서3개의서로다른모양의스탬프를받을수있어

추억으로간직할수있을뿐만아니라패스포트할인업체(이스타항공, 숙박업소등)에서할인혜택을

받을수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람들이 올레를 많이 찾아 사진 촬영등을 위해 간세 위에 올라타거나 아이들이

장난을치는등최근훼손된간세가드문드문보이고있다. 올레를여유롭게돌아보고다른사람들

에게도제주의아름다운자연환경을보여줄수있으면한다.

이번기회에제주의자연을마음껏감상할수있는올레한번어떨까?

더욱더자세한정보는http://www.jejuolle.org에가면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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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범위는?

다음과같은물질을식물방역법상흙으로봅니다.

- 암석등이풍화되어분해된것으로서유기질이혼입된지구표면의혼합물

- 유기물이분해또는부식된것으로서식물의재배에이용되는물질

흙으로보지아니하는물질은아래와같습니다.

<흙으로보지아니하는물질> 

도토·인광·규조토 및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

으로사용되는것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이식재되어있지아니하는것

- 재배물질자체만수입하는경우

- 운송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화훼구근과 재배물질을 혼합

하여상자등에담아수입하는경우

- 운송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물질로 감싸거나

재배물질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수입검사 시점에 가볍게

털어서 재배물질이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자라 활착

되어있는경우는수입할수없음

흙또는식물재배물질

검 역
Q&A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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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유기질이혼입되어있지아니한모래·자갈

바다에서채취된모래·자갈(유기질혼입유무와관련이없음)

녹소토, 200℃ 이상에서 5분 이상 열처리한 적옥토(수출국 식물검역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200℃ 이상에서 5분간 열처리한 적옥토”가

기재된증명서를첨부한것만해당한다)

식물검역원장이병해충에오염되어있을위험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식물검역원장이병해충에오염되어있을위험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1. 기존에사용한흙또는기타의재배물질을완전히제거한후에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피트모스, 코코피트(코코넛허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끼(수태) 또는 바크(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한 종류의 재배물질*에 식물을 식재하여 즉시 수송용 컨테

이너에 적재한 경우.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

(Additional Declaration)에는 다음과같은내용이기재되어야함.

“이식물은식물재배에사용된적인없는 (재배물질명) 에식재되어즉시

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되었음[The plants were loaded into the

container immediately after planted in (name of growing media)

which had never been used for plant growing]”

2. 기존에사용한흙또는기타의재배물질을완전히제거한후에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끼(수태) 또는 바크 중 한 종류의

재배물질*주)에 식물을 식재(종자를 파종한 경우와 삽수를 삽목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즉시 재배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온실

또는 1.6X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된 시설로 옮겨 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될 때까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바닥 위 또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의 높이에 있는 벤치 위에서 재배한 경우.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Additional Declaration)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기재되어야함.



흙이붙어있는상태로식물을수입할수있나요?Q 2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순수한흙)이붙어있는식물은수입할수없습니다.

검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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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물은식물재배에사용된적이없는 (재배물질명) 에식재되어 (식물

검역기관명) 에등록된온실(또는 1.6X1.6mm 이하의망이설치된시설)

내의 콘크리트등으로포장된바닥또는높이 50cm 이상의벤치위에서

재배되었음 [The plants were planted in (name of growing media)

which had never been used for plant growing, and have been

grown on floor paved with concrete etc. or on the shelves 50cm

above ground in the greenhouse(or the facility equipped with

1.6X1.6mm or smaller meshes) which is registered with (name of

NPPO)]”

* 주) 위의“한 종류의 재배물질”이라 함은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끼

(수태) 또는 바크 중, 어떤 한가지의 재배물질 또는 어떤 한가지의

재배물질에 인공으로 가공된 무기물 성분의 재배물질(버미

큘라이트, 펄라이트등)이 혼합된것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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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화분에식물을심어수입할수있나요?Q 3

식물은흙이담겨진화분에서기르던상태로는수입할수없습니다.

- 다만, 운송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물질로 감싸거나

재배물질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수입검사 시점에 가볍게 털어서 재배

물질이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자라 활착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할수없음)에는수입할수있음.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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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4개농업기관종합체육대회개최

’10년7월8일(목), 17:30~19:00에품관원, 식검, 종자원체육시설에서안양4개농업기관종합

체육대회가개최되었다. 

경기종목으로는 족구, 탁구, 테니스가 진행되었다. 경기 결과는 1위는 품관원, 2위는 수과원,

3위는 식검, 종자원이며, 경기별 우승팀으로는 족구경기에서는 품관원이, 탁구경기에서는

수과원, 테니스경기에서는식검이우승을차지하였다. 

병해충위험분석연구회3/4분기세미나개최

국립식물검역원위험평가과학습동아리인병해충위험분석연구회(회장 : 김희열과장)는’10년

7월 13일 식물검역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3/4분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병해충위험분석

연구회는위험분석과관련한정보의공유및직무능력향상을위해금년4월에결성되어활동중

이다. 이번에는행정안전부국외단기훈련(호주생물안전청,

’10년 5월 23일 ∼ 6월 13일)을 마친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조윤경 검역관을 연사로 초청하여‘호주의 수입위험분석

시스템’에대한발표와토론을하였다. 호주의 수입위험분석

(Import Risk Analysis) 담당기관및역할, 절차및단계별

세부평가기준을이해하고우리나라수입위험분석개선방안

은무엇인지에대해참석자모두진지하게토론하는유익한

시간이되었다. 

검역단신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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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식물검역원구축을위한워크숍개최

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보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식물검역원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워크숍을8월24일부터31일까지각지원별로개최하였다.

모바일 정보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한이해도제고를위한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검역현장직원과토론을통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성과지향적인

실천계획을산출하는자리가되었다.

식물검역원장경의선(도라산) C.I.Q 검역현장방문

’10년 7월 15일(목), 13:00~15:30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단면 도라산

리에 위치한 경의선(도라산) C.I.Q

검역현장에본원장이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에서는 주요 업무현황

보고와 수입 콩나물 검역현장과 CIQ

검역시설확인등이이루어졌다.

2010년성과관리교육실시

’10년 7월 23일(금), 13:30∼16:00에본원대회의실 (4층)에서본원장과본원직원등총 65명의

참석아래, 굿러닝의신성현강사를 모시고‘성과관리이해와활용에대한교육이실시되었다.

이날교육내용으로는성과관리의 3대핵심사항, 성과관리

관련용어의이해(미션(사명), 비전, 전략, 성과목표, 핵심성

과지표, 목표수준, 핵심직무, 수행계획, 환류), 우리원 성과

관리(‘식물검역검사’재정사업 및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분석이해)와 평가의 의해(평가의의미, 목적, 요소, 원칙과

기준, 평가대상성과와평가과정, 평가시유의사항, 평가자의

오류및오류방지)에대한내용으로열띤강의가진행되었다.

업무현황보고

콩나물검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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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병해충모니터요원에대한교육실시

인천공항지원에서는 ’10년 7월 16일(금) 외래

병해충모니터요원(9명)을대상으로식물검역

안내동영상시청및외래병해충예찰요령에

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하계휴가철 해외여행객 휴대식물 특별

검역기간운영에따른홍보캠페인실시

인천공항지원은“하계휴가철 해외여행객

휴대식물 특별검역기간(’10년 7월 24일(토) ~

8월 13일(금))”을운영하면서 7월 27일(화) 인천

국제 공항 3층 출국장에서 해외로 출국 하는

여행객을대상으로귀국시식물류를반입할때

반드시신고하고열대과일, 호두등금지식물을

반입하지말것을홍보하였다.

종자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 대상 식물

검역현장체험및간담회실시

인천공항지원에서는’10년8월 11일(수) 종자

협회및회원사관계자 14명을대상으로식물

검역안내 동영상 시청 및 국제우편물 수입

검사·실험실검사 등 검역현장 견학을 통한

식물 검역체험과 종자류 수입관련 애로사항

등다양한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를실시하였다.

검역단신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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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방문행사및청렴실천결의대회실시

인천공항지원은 소속기관간 수행업무 및

일하는방식의체험을통해상호이해와협력을

강화하고직원간소통과화합의장을마련하기

위해’10년8월27일(금) 국립종자원동부지원을

방문하여기관간방문행사를실시하였고또한

청렴하고 합리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결의대회를실시하였다.

24시간 근무체계를 활용한 획기적인

수출지원

인천공항지원에서는 8월부터 새벽시간대

일본행 화물기 취항과 더불어 대관령 고랭지

딸기의 일본 수출검역을 24시간 근무체계를

활용하여 매일 새벽2시경에 여객터미널에서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통관시간 단축으로

인한신선도유지와심야시간대의싼운송비로

인해 수출자의 부담이 줄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Best helper 선정및시상

국제우편사무소는’10년 8월 31일(화) 사무소

업무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동료를“Best

helper”로선정하여(운영지원과박양순) 칭찬하

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Best helper”시상행사는인천공항지원에서

즐거운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매월 진행하는

행사로 직원간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일조

하고있다.

대만수출배검역요건2차교육및

선과전문가교육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7월중 수출배농가, 수출

업자및선과장관계자를대상으로『대만수출배

검역요건 2차교육및선과전문가교육을실시

하였다. 3회(김포시, 강화군, 양주시)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교육은 모두 144명이 참석하였

으며, 대만수출배 검역요건 및 상대국 우려병

해충에 대한 설명과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으로진행하였다.

국제우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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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대상식물검역홍보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7~8월중2회에걸쳐중국,

필리핀, 베트남등에서온결혼이민여성 60여

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양주 출입국 관리사무

소에서 식물검역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교육에서는가지고올수있는식물류와

생과일 호두 등 금지식물류를 구분하여 맞춤

형교육에중점을두었다.

학생봉사활동및식물검역체험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10년8월 5일 ~ 8월 6일

(2회) 서울화곡고등학교40여명의학생과『학생

봉사활동및식물검역체험의날』행사를실시

하였다. 이번행사에서는미래의주역인청소년

들에게식물검역에대해설명하고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생과일, 호두 등 수입금지식물을

홍보하는내용으로진행하였다.

세관직원대상식물검역교육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10년 8월 31일(화) 김포

세관휴대품과사무실및세관 X-ray 검색대

에서 세관직원과 X-ray검색요원을 대상으로

『추석전제수용농산물특별검역』을소개하고

식물검역원업무관련식물류인계협조를당부

하며 제수용품과 망고, 배 등 수입금지식물의

판독시연을실시하였다.

동해항을통한파프리카일본수출

속초사무소는 ’10년 7월 8일(목) 동해항에서

대관령에서 생산한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처음으로 수출검사 하였다. 기존 강원도 농산

물의일본수출은부산항을이용하였으나앞으로

동해~ 사카모토항로의이용으로물류비용이

30% 절감되어매주 1 ~ 2회지속적으로이루

어질전망이다. 

속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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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합동홍보캠페인실시

속초사무소는8월중2차례에걸쳐양양국제

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대상으로

C.I.Q. 유관기관과합동으로홍보캠페인을실시

하였다. 특히 추석전 특별검역기간 운영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귀국 시 제수용 농산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원에 신고할

것과 호두 등 수입금지식물을 반입하지 말아

줄것을당부하였다. 

신규전입·일용직·행정인턴대상

오리엔테이션실시

’10년 7월 30일(금) 중부지원에서는 식물

검역원 신규 전입자·일용직·행정인턴 등

47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를 맞이

하는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보안교육,홍보동

영상 시청, 실험실 정밀검사 방법, 현장검역

방법 및 선박승선 등 다양한식물검역현장을

체험하였다. 특히이번행사에서는제분업체를

방문하여식물검역을거친곡물이어떤과정을

거쳐 가공품으로 생산되는지 알아보는 의미

있는시간을갖기도했다. 이번행사는전입자

에게는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행정인턴및일용직에게는식물검역을전반적

으로이해하고돕는기회가되었다. 

중부지원

LMO 실험실검사 제분공장견학

선상체험 선상위에서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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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원부용금강영농조합원

식물검역현장체험

’10년 8월 3일(화) 중부지원에서는 충북

청원에 위치한 부용금강영농조합원 48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홍보동영상 시청을 통해 식물검역에

대해이해를높이고, 실험실정밀검사방법및

선박승선 등을 통해 몸소 식물검역 과정 및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

대만 등에 배를 수출하는 단지의 조합원들은

특히수출검역에대한관심이높았으며, 앞으로도

수출검역에대한아낌없는지원을부탁했다.

즐거운일터만들기“도시락미팅”실시

중부지원에서는 ’10년 8월 6일(금) 즐거운

일터만들기일환으로 지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점심시간을이용해구내식당에서도시락

미팅을실시하였다. 맛있는도시락및꿀수박과

함께한 이번 미팅에서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

방안에 대한 과별 토론 및 제출된 My Job

아이디어에 대해 검토하며 상호 의견을 교환

하는유익한시간을가졌다. 앞으로도직원들이

함께상호의견을교류할수있는장이지속적

으로개최되어더욱밝고신바람나는일터로

거듭날수있길기대한다.

추석전제수용수입농산물특별검역

기간운영

중부지원에서는’10년 8월 30일~ 9월 17일

(3주) 동안추석전제수용농산물수입이증가

될것으로보고해외병해충유입방지및신속

한 통관을 위해 특별검역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있다. 이에 K-TV 정책방송의「희망

매거진」및조선일보, 연합뉴스등5개언론사

가 수입식물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석을

맞아 증가하는 제수용 수입농산물의 검역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취재하고, 그 과정 및

현장상황을생생하게국민에게전달토록하는

등적극적인검역홍보활동을함께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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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목재포장재열처리업체

간담회실시

안양사무소(소장 문희중)는 지난 ’10년 6월

29일(화),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

대표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41개 열처리

업체에서 참석하여,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동향 및 국내 열처리업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열처리업체 자율적

소독관리를위한열처리대표조직육성에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열처리업체

협회 설립을 위한 대표자로 누리수출포장의

김학일 대표가 선출되었다. 또한 철저한 열처

리업 운영으로 선진 검역으로 나아가는데

적극협조할것을당부하였다.

2010년화성포도태평양을건너다!

안양사무소(소장 문희중)는 지난 ’10년 8월

24일(화), 화성포도 미국 수출 첫 검사를 실시

하였다.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는 2005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미 포도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6해째 미국 수출을 하고 있다.

일조량이 많고 토양에 칼슘성분이 풍부해

오래전부터맛이좋기로널리알려져있는화성

포도는 미국 시장에서도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미 수출용 포도는 승인된 수출단지에서

착과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병해충방제를

위해‘미국수출용’이라고표시된봉지를씌워

재배하고, 우리원의 4회(재배기간 중 3회,

수확직전 1회)에 걸친 재배지 검사를 받고

선과 후 수출검사를 받아 합격된 포도이다.

지난해 12월 화성포도수출 선과장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아 전체 회원 69개

농가가 GAP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

가고 있으며, 9월부터 수출되는 화성포도는

GAP마크를 달고 미국시장에 진출할 예정이

다. 이에 안양사무소는 더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해우수한우리농산물이수출될수있도록

최선을다할것이다.

평택항소무역상인회간담회개최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10년 7월 29일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2층회의실에서최태용

평택항소무역연합회장등11명이참석한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여름철 해외

여행객 반입식물 특별검역기간과 관련하여

식물검역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

되었다.

안양사무소

평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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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실시

평택사무소는지난’10년7월, 8월두달동안

당진군 친환경연구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수출실무담당자 교육생, 예산군

광시면농촌지도자회에서 123명이 방문하여

『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방문객들은 식물검역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고

평택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바나나, 냉동

고추, 생강, 들깨 등 수입농산물을 직접 보고

다양한 품목과 많은 수입량에 놀라움을 나타

냈다. 특히, 이러한 수입 현황을 본 농민들은

우리농산물의품질과경쟁력을키워야할것을

생각하며검역을더욱철저히해줄것을부탁

하였다.

여름철여행객반입식물특별검역실시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증가가예상되어해외병해충및

수입금지품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10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

하였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에는 휴대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한 현장검사 검역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

하였다. 또한 세관X-ray 판독요원에 대한

식물검역교육을실시하고여행객과보따리상을

대상으로 식물류는 자진신고하고 금지품은

반입을 자제하도록 캠페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문보도, 현수막 게시, 전광판 안내,

버스정류장모니터안내등의적극적인홍보

활동으로수입금지식물의반입을막는데노력

하고있다.

소독처리업체정기점검실시

평택사무소는 ’10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할지역 소독처리업체에 대한 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등급을 조정하였다. 본

점검은 6월 말에 신규로 등록된 열처리업체

1개사를 포함한 11개사와 방제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독처리기준 적요

적정 여부,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상황

적합여부, 소독처리마크사용적정여부, 열처리

및방제업체의운영정보시스템운영상태등을

점검 하였다. 그 결과로, 관리상태가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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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체에 대해 관리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추후재점검할것과열처리업체협의회설립에

대한진행상황을전달하였으며향후간담회를

개최할계획이다.

한국산생과실수출검역요건교육

천안사무소는’10년8월4일, 8월25일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 및 천안시 직산농협

회의실에서 농가 및 수출 관계자 339명을

대상으로한국산생과실미국·대만수출검역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식물

검역원 소개, 생과실 수출의 필요성, 미국·

대만 수출검역요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로

이루어졌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검역요건

준수를당부하였다.

소통과화합을위한영남지원연찬회개최

영남지원에서는 ’10년 7월 9일(금) ~ 10일

(토) 2일간배내골파래소(경남양산시원동면

소재)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원장을 비롯하여 지원

및 사무소 직원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되었다.

이번연찬회에서는외부전문강사의초청을

통한 친절서비스 특강, 식물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토론회, 멋진 영남인 시상, 소통과

화합의 장, 직원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진행되었다.

또한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

하며상·하직원및동료들간소통의시간을

통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외부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

영남지원에서는’10년7월 16일기관간정보

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검역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를개최하였다.

초청강사인그린아그로텍해충예찰팀박천우

차장은「페르몬을이용한해충예찰과방제」에

영남지원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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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연을 하였고, 국립목포대학교 한약자

원학과김휘교수는「목본식물류의소지분류

및실습」에대한강연을하였다.  

세미나는우리지원예찰방제팀및학습동아

리(식물이름탐험대) 회원 등 20명이참석하여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자 상호간 교류

증진을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가족직장초청의날」행사실시

지난 ’10년 8월 19일 영남지원에서는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식물검역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 가사불이(家社不二)의 신뢰

감을 제고하고자「가족 직장 초청의 날」행사

를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및 초청가족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1과장의 식물검역 업무에

대한안내, 홍보및UCC 동영상시청, 검역장비

조작및병해충분류동정체험, 검역현장견학

순으로진행되었다.

특히, 엄마·아빠랑 함께한 곤충표본 만들

기와 세균배지 손도장 찍기를 통하여 보다

즐겁고쉽게식물검역업무를이해할수있는

계기가되었다.

외래및돌발해충예찰을위한

야간조사실시

영남지원조사분석과에서는’10년 7월 26일

(22:00~익일04:00) 부산사상구봉림동소재

수입원목야적장과 8월 2일(21:00~익일

04:00) 경남통영시욕지도소재유자과수원

등에대해외래및돌발해충예찰을위한야간

조사를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수은등 트랩 등을 이용,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곤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

페로몬을이용한해충
예찰·방제

초청강사강연

식물검역안내 실험실견학

곤충표본만들기 세균배지손도장찍기

검역현장견학 단체기념촬영

목본식물류소지분류방법 목본소지분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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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주요 채집 곤충은 붉은산꽃하늘소 등

30여종(1차조사)과 흰띠명나방 등 40여종

(2차조사)의 국내분포종으로 조사되었고 외래

및돌발해충은발견되지않았다.

최근 기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 되고있는

해충에 대해서 새로운 예찰기법을 활용하여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방지에 수고해 주신

예찰방제계(서수정박사, 정문권, 임재영)에게

큰박수를보낸다.

김해공항활성화아이디어공모전1등수상

지난’10년6월29일부터7월31일까지한국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주체한 김해국제공

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김해

공항사무소 우정현 검역관이‘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김해공항의4가지포인트’란아이디

어를제출하여1등을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인 및 상주직원을

포함해총 138건의제안이접수되었으며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아이디어 우수작에 대한 시상은 8월

17일(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VIP룸에서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 본부장이 직접 수여

하였으며 시상식 결과는 국제신문, 뉴시스

등에보도되어식물검역원을소개하는계기가

되었다. 

이번 공모전 수상은 유관기관 및 공항상주

직원에 우리원의 위상을 높이고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도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김해공항 홈페이지

(www.airport.co.kr/doc/gimhae)에서 확인

할수있다. 

김해공항사무소

검줄나무좀
(Trypodendron lineatum (Olivier))

붉은산꽃하늘소
(Corymbia rubra Linne)

수은등 트랩조사(욕지도) 금지해충트랩조사(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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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을통한식물검역홍보

양산사무소에서는 식물검역원의 최일선

파수꾼으로서시민들에게좀더가까이다가가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홍보할

수있는자리를만들어보고자직원들이가지고

있는 통기타 음악 취미생활을 적극 이용하여

거리공연을통한식물검역홍보를하고있다.

거리공연은지난 4월부터매월두차례부산

광역시 연제구 시민생활체육공원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통기타 음악들을 들려주고

공연사이사이에식물검역에대하여홍보활동

을한다.

아울러, 공연을 통하여 관객들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내어주신 모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눠주고

있다.

캐나다수출배선과개시

’10년8월 18일정읍에위치한정일과수영농

조합 선과장에서 한국산 배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선과검사를 올해 개시하였다. 이에 국립

식물검역원 호남지원(지원장 이춘진)은 캐나다

수출용 봉지 훼손 및 파손여부, 수출배 참여

농가여부등수출을위한여러가지요건들이

적합한지를 검사하였으며 캐나다측에서 우려

하는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사하였다. 더불어, 선과전문요원 및

선과종사자들에게 캐나다 수출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 한국산 배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협조를당부하였다.

아태지역검역관리자식물검역현장견학

호남지원에서는 지난 ’10년 7월 16일(금),

식품검역과방사선조사시설관련고위관리자

회의참석차입국한아태지역검역관리자 7명

(대만2명, 필리핀1명, 중국1명, 스리랑카1명,

말레이지아1명)에 대해 식물검역 현장 안내를

하였다.

이날행사는지원장의인사말씀을시작으로

식물검역 홍보동영상(영문)상영, 병해충 원격

진단 시스템 시연, 전자현미경을 통한 분류

동정방법설명과실험실안내각재소독개방

양산사무소 호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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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아태지역

검역관리자들은 식물검역현장과 최첨단 실험

장비등을보며한국의식물검역시스템에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며 지원장 이하

직원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였다.

수출채소재배농가식물검역요건교육실시

광주사무소(소장 나진호)는 ’10년 7월 26일

전남농업기술원대강당에서수출채소재배농

가를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수출농가에서 수출

검역요건 관련 교육을 희망하여 개최된 것으

로 이날은 수출 채소농가를 포함한 농업기술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2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식물검역원소개동

영상시청을시작으로파프리카등채소류수

출실적과수출채소류의주요수출국검역요

건등을중심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이날교

육은 수출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중요한자리가되었다.

대만수출배재배농가식물검역요건

교육실시

’10년 7월 21일과 28일에 걸쳐 국립식물

검역원 무안공항사무소(사무소장 이봉삼)는

2010년산 배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영암배영

농조합법인 및 꽃순이영농조합법인 선과전문

가 및 수출 농가 27명을 대상으로 수출검역

요건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의 주요내용은 식물검역 소개 및

교육의 중요성, 배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

요건, 상대국 우려 병해충 설명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과전문요원및선과종사자들에게는

수출시 착안사항 등을 교육하여 국내에서

수출되는 배의 검역적 안전성 확보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혀 수출확대에 기여

할수있도록협조를당부하였다.

광주사무소

무안공항사무소

7. 28. 꽃순이영농조합

7. 21. 영암배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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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EU(영국)수출지원을위한

간담회개최

제주지원은지난’10년8월 19일올해산제주

감귤이EU(영국)국가로원활한수출이이루어

질수있도록제주대학교에서감귤수출사업단

및수출업체관계자와간담회를가졌다. 

이날간담회는Gobal-GAP 인증추진수출

농가 과수원 감귤궤양병 예찰결과, 재배지

검사신청및선과장소독시설준비등에대한

설명과감귤EU(영국) 수출추진계획및지원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

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지원은 제주산 농산물 수출

시장다변화를위해수출농산물관리에서부터

수출검역까지연중상시수출지원체계를구축

하여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이다.

직원가족및1사1촌주민과함께하는

오름트레킹

제주지원은 지난 ’10년 7월 31일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 및 1사1촌 결연마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직원가족 및 1사1촌 주민과

함께하는오름트레킹행사를실시하였다.

이번행사는세계자연유산인거문오름용암길

(5km)를탐방하여20여종의새소리와풍혈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그리고 1사1촌 농촌일손 돕기 및 더덕 판촉

행사 지원 등에 대한 협의 등 교류 사업에

대하여격의없는토론을실시하였다.

찾아가는식물검역홍보

제주지원은 지난 7월 제주 여행객과 제주

도민들대상으로식물검역의이해와중요성을

심어주기위한찾아가는식물검역홍보를실시

하였다.

이번홍보는제주지원장(강익범)이속해있는

제주빅밴드의찾아가는문화활동과연계하여

제주-완도카훼리선상, 완도, 대정읍하모리,

가파도 및 서귀포 등 6개 지역에서 무료공연

관람객에게리후렛및홍보물을배부하였다.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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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식물검역에 대한 인식 및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활동 및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식물검역 홍보를 지속

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초등학생식물검역체험행사실시

제주지원은 지난 ’10년 7월 17일과 31일에

식물검역의 이해와 우리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심어주기위한초등학생식물검역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식물검역 체험행사는 제주시 이도2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한림 청소년 문화의 집

곤충표본만들기체험프로그램참가초등학생

대상으로 식물검역원에서 하는 일 소개, 수입

식물·국내외 유해동식물 표본 등 홍보 부스

를 관람, 식물검역에 대한 동영상 시청 및

곤충표본만들기를하였다.

앞으로도 상설『식물검역홍보관』을 연계한

현장체험행사 및 식물검역 1일교사제 등을

통한 식물검역 정보제공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해나갈계획이다.

다문화가정식물검역홍보

제주지원은 지난 ’10년 8월 20일 제주도내

다문화가정대상으로식물검역의이해와중요

성을심어주기위한찾아가는식물검역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는 제주여성역사문화강좌 참가자

대상으로 금지식물 및 휴대·우편 수입식물

검역절차를안내등반출입이가능한식물류를

사전에알수있도록홍보하여식물류휴대·

우편수입시발생될수있는불편함이최소화

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저자 : 이 시 형

출판사중앙북스 | 2010년 7월 | 14,000원

책소개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제안하는 감정 조절법『세로토닌하라!』. 사람의 감정이 마음

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뇌를 잘 안다면

충동과 우울 함을 다스리고 나아가 결단력과 업무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본능을 관장하는 편도체를 다스리는 좋은 무기로 신경 전달 물질인‘세로토닌’을 제시하고

있다. 약이나 음식으로는 섭취할 수 없고 오직 체내에서만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을 촉진시키는

활용 기술을 소개한다. 뇌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누구나 변화를 꿈꾼다. 담배를 끊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영어

학원을다녀야지…그러나대부분은“내일부터…”라며흐지부지되어버린다. 그러고나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며 자책하거나, 마음은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합리화

하곤한다. 마음은정말내마음대로안되는것일까? 정신과전문의이시형박사는“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뇌’

라는것. 따라서뇌를잘안다면충동과우울함을다스리는것은물론, 결단력과업무효율

성까지좋아질수있다는것이다.

세로토닌하라

- 사람은감정에따라움직이고감정은뇌에따라움직인다. -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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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이시형박사/정신과전문의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처방하는‘국민의사’. 뇌 과학을 결합한 행복 메시지를

전파하며, 세대를초월해폭넓은지지를얻고있다. 그가 10년 단위로진행하고있는한국의사회병리학적

연구는 발표될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충동적 사회를 치료할 가장 효과적 물질’로

주목받고있는세로토닌을연구주제로삼아활발한연구활동을펼치고있다.

○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정신과 신경정신과학박사학위(P.D.F)를 받았다. 이스턴주립병원

청소년과장, 강북삼성병원 원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던‘화병

(Hwa-byung)’을 세계적정신의학용어로만든정신의학계의권위자이기도하다.

○ 저서로 2009년‘공부 열풍’을 몰고 온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를 비롯해 <우뇌가 희망이다>,

<배짱으로삽시다> 외 다수의베스트셀러가있다.

68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내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따라 주질 않는가? ‘해야 한다’는 전두전야와‘싫다’는 편도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두엽에서 하자고 해도 편도체가 반발하면

이길 수 없다. 이성적 판단이 본능을 이길 수 없기 때문. 이때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전두전야의조절능력을키우는데결정적역할을한다. ‘조절호르몬’, ‘행복

호르몬’, ‘공부호르몬’등으로불리는세로토닌은충동을조절하고스트레스를약화시키며

두뇌활동을돕는다.

세로토닌은‘조절 호르몬’, ‘행복 호르몬’, ‘공부 호르몬’등으로 불릴 만큼 뇌 활동에

깊이 관여한다. 충동적인 편도체는 눌러주고, 이성적인 전두전야는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온화하고, 긍정적이며, 의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우울증, 강박증, 충동장애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요컨대 세로토닌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자기조절력의

열쇠다. 스트레스, 경쟁, 우울증, 충동적성향등으로힘들어하는현대인에게마음을다스

리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

리지 않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소리 없이 강한 내가 되는

‘자기조절력’이야말로반드시필요한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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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 (’10. 1-8월)

’10년 1월부터 8월중수입식물에서검출된

병해충은 총 509종 6,319건이었고 규제

병해충은 168종(33%) 3,181건(50%)이

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74종(34%)

1,425건(23%), 비검역병해충은 167종(33%)

1,713건(27%)이었다.

규제병해충 168종 3,181건중해충이 140종

(83%) 2,995건(94%)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8종(17%) 186건(6%)이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2,916건 97%)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달팽이 35건, 선충 30건, 응애

14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90건, 세균 37건, 진균 31건, 잡초 28건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174종 1,425건 중 해충이

166종(95%) 1,409건(99%)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병은 8종(5%) 16건(1%)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239건 8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77건, 달팽이

65건, 응애 28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만16건이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167종 1,713건 중 해충이

122종(73%) 1,122건(65%)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45종(27%) 591건(35%)이 검출되었다.

해충의경우곤충(1,017건 9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선충 97건, 응애 6건, 달팽이

2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586건,

잡초5건이검출되었다.

구 분
병해충 총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509 6,319 168 3,181 174 1,425 167 1,713

해

충

소 계 428 5,526 140 2,995 166 1,409 122 1,122

곤 충 류 364 5,172 124 2,916 144 1,239 96 1,017

응 애 류 11 48 4 14 4 28 3 6

선 충 류 37 204 9 30 6 77 22 97

달팽이류 16 102 3 35 12 65 1 2

병

소 계 81 793 28 186 8 16 45 591

진 균 59 633 10 31 8 16 41 586

세 균 1 37 1 37 - - - -

바이러스 15 90 15 90 - - - -

잡 초 6 33 2 28 -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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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2010. 1. 1. ∼ 8. 31.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 미포함)

구 분

단

위

검역량 검역결과(’10)
처분
비율
(%)
(B/A)

’10(A) ’09
전년
대비
(%)

소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2,509,702 2,662,418 94 28,773 45,139 73,912 3 

곡류,과실류 등 톤 17,196,401 14,342,227 120 742,676 2,284 744,960 4 

수목류 천㎥ 4,010 3,688 109 3,067 0 3,067 76 

묘목,구근류 등 천개 177,185 155,785 114 5,174 610 5,784 3 

수

출

건수 건 52,301 50,376 104 10,993 20 11,013 21 

곡류,과실류 등 톤 145,131 205,496 71 1,585 61 1,646 1 

수목류 천㎥ 8 12 67 3 0 3 38 

묘목,구근류 등 천개 52,125 41,545 125 719 8 727 1 

수

입

건수 건 2,457,401 2,612,042 94 17,780 45,119 62,899 3 

곡류,과실류 등 톤 17,051,270 14,136,731 121 741,091 2,223 743,314 4 

수목류 천㎥ 4,002 3,676 109 3,064 0 3,064 77 

묘목,구근류 등 천개 125,060 114,240 109 4,455 602 5,05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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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2010. 1. 1. ∼ 8. 31.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 방제용 유용동물 등) 미포함

구 분

단

위

검역량 검역결과(’10)
처분
비율
(%)
(B/A)’10(A) ’09

전년
대비
(%)

소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149,739 130,841 114 28,455 876 29,331 20 

곡류,과실류 등 톤 17,179,739 14,327,009 120 742,672 2,119 744,791 4 

수목류 천㎥ 4,010 3,688 109 3,067 0 3,067 76 

묘목,구근류 등 천개 176,662 155,086 114 5,157 583 5,740 3 

수

출

건수 건 37,781 36,212 104 10,988 8 10,996 29 

곡류,과실류 등 톤 144,799 205,176 71 1,585 61 1,646 1 

수목류 천㎥ 8 12 67 3 0 3 38 

묘목,구근류 등 천개 51,931 41,397 125 718 8 726 1 

수

입

건수 건 111,958 94,629 118 17,467 868 18,335 16 

곡류,과실류 등 톤 17,034,940 14,121,833 121 741,087 2,058 743,145 4 

수목류 천㎥ 4,002 3,676 109 3,064 0 3,064 77 

묘목,구근류 등 천개 124,731 113,689 110 4,439 575 5,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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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주요품목검역실적(화물)

2010. 1. 1. ∼ 8. 31.

식 물 명
단
위

’10(A) ’09(B) 대비(A/B, %)
주요 상대국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수

출

밤 톤 205 703 70 317 293 222 미국,캐나다,호주

새송이버섯 톤 786 1,467 580 771 136 190

장미절화 천개 392 12,167 343 8,882 114 137 일본

카네이션절화 천개 143 595 94 364 152 164 일본

백미 톤 186 2,433 167 1,858 111 131 호주,뉴질랜드

종려묘목 천개 34 45 25 35 136 130 네덜란드,싱가포르

파프리카 톤 3,058 12,106 2,577 12,364 119 98 일본

대두박 톤 22 37,847 64 84,358 34 45 일본

수

입

양배추 톤 205 2,467 104 178 197 1,383 중국

냉동블루베리 톤 196 2,130 82 466 239 457 미국

송이버섯 톤 163 27 56 8 291 328 중국,북한

양상추 톤 1,118 5,557 669 1,774 167 313 중국

국화절화 천개 163 12,606 114 5,850 143 215 중국

브로콜리 톤 752 4,183 442 2,321 170 180 중국

옥수수 톤 687 1,632,870 474 981,298 145 166 아르헨티나

오렌지 톤 6,058 102,845 3,953 66,221 153 155 미국

바나나 톤 5,114 216,962 3,981 172,426 128 126 필리핀

포도 톤 1,874 31,602 1,609 26,811 116 118 칠레

콩 톤 475 802,952 425 699,192 112 115 미국,중국

밀 톤 505 1,535,206 442 1,345,213 114 114 미국,캐나다

건고추 톤 133 4,771 163 6,457 82 74 중국

생강 톤 274 5,633 408 8,514 67 66 중국

양파 톤 508 9,725 642 21,151 79 46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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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전 보

소속 직 급(위) 성명 발령직급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인천공항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조종희 농업사무관 속초사무소장 ’10. 8. 10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농업주사보 조규달 농업주사 서울사무소 ’10. 8. 19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주사보 정문권 농업주사 평택사무소 ’10. 8. 19

호남지원 농업서기 허승환 농업주사보 영남지원 검역2과 ’10. 8. 19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품관원 충남지원 공주연기출장소 황경숙 중부지원 청주사무소 ’10. 7. 1

운영지원과 정은주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0. 7. 1

중부지원 검역1과 현경탁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0. 7. 1

중부지원 서울사무소 정기윤 중부지원 검역1과 ’10. 7. 1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김윤정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0. 7. 1

중부지원 검역1과 박성우 중부지원 서울사무소 ’10. 7. 1

중부지원 검역2과 이원숙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10. 7. 1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어윤정 운영지원과 ’10. 7. 1

중부지원 청주사무소 김영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10. 7. 1

중부지원 검역1과 김옥선 중부지원 검역2과 ’10. 7. 1

영남지원 홍윤정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10. 7. 1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지원근무 이현희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10. 7. 5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량정책과 장영국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 ’10. 8. 3

영남지원장 안광욱 농식품부 ’1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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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이동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운영지원과 이학균 국립종자원 ’10. 8. 10

농식품부 운영지원과 김현구 운영지원과 ’10. 8. 10

중부지원 운영지원과장 김종윤 검역기획과 ’10. 8. 10

검역기획과 홍종열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장 ’10. 8. 10

중부지원 천안사무소장 강병철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장 ’10. 8. 10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장 김범술 중부지원 운영지원과장 ’10. 8. 10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장 이정태 중부지원 천안사무소장 ’10. 8. 10

방제과장 안용덕 농식품부(영국, TESCO 국외훈련파견) ’10. 8. 10

검역기획과 임현동 국제검역협력과 ’10. 8. 19

영남지원 검역1과 한우혁 인천공항지원 검역1과 ’10. 8. 19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정상수 영남지원 검역1과 ’10. 8. 19

영남지원 검역2과 장서연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0. 8. 19

국제검역협력과 박용건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10. 8. 19

국제검역협력과 유창목 검역기획과 ’10. 8. 19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조윤경 국제검역협력과 ’10. 8. 19

영남지원 검역1과 이민정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10. 8. 19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전명승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10. 8. 19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김명희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10. 8. 19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오승용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10. 8. 19

중부지원 검역1과 김선이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0. 8. 19

중부지원 검역2과 정훈기 중부지원 검역1과 ’10. 8. 19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이재봉 중부지원 검역2과 ’10. 8. 19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박순구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0. 8. 19

영남지원 검역1과 신원우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10. 8. 19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변장명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10. 8. 19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김정애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10. 8. 19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배애경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0. 8. 19

영남지원 검역1과 홍면기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0. 8. 19

호남지원 김자문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10. 8. 19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최형인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10. 8. 19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이성진 호남지원 ’10. 8. 19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황보훈 호남지원 ’10. 8. 19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김도명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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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및 복직

명예 / 정년퇴직

신규임용

소속 성명 기간(기관) 발령일 비고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김효진 2010. 7. 5 ~ 2011. 7. 4 ’10. 7.  5 휴직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장지연 2010. 7. 5 ~ 2011. 7.10 ’10. 7.  5 휴직

국립식물검역원 조종숙 2010. 7.20 ~ 2011. 7.19 ’10. 7. 20 휴직연장

인천공항지원 국제우편사무소 이정혜 2010. 7.22 ~ 2011. 7.21 ’10. 7. 22 휴직

방제과 원경임 2010. 7.26 ~ 2011. 7.25 ’10. 7. 26 휴직

중부지원 청주사무소 고미선 2010. 7.26 ~ 2010.10.25 ’10. 7. 26 휴직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이원숙 2010. 8. 2 ~ 2013. 8. 1 ’10. 8.  2 휴직

국립식물검역원 송진보 2010. 8. 6 ~ 2012. 8. 4 ’10. 8.  6 휴직연장

국립식물검역원 김숙정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10. 8. 19 복직

국립식물검역원 최유미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0. 8. 19 복직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김정애 2010. 8.23 ~ 2011. 8.22 ’10. 8. 23 휴직

소속 성명 발령일자 비고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구충환 2010. 7. 2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 박현미 2010. 8. 5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신규 정세환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10. 8. 19



한 과

우리 나라에서 과자를 과정류라고도 하는데, 외래의 과자와 구별하여 한과(韓菓)라 하게 되었다.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거나 과일, 열매, 식물의 뿌리 등을 꿀로 조리거나 버무

려서 굳혀서 만든 과자이다. 생과(生果)는 천연물에 맛을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에서 조과(造果)라고도 한다.

과자는 본래 과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자(菓子)로 표기하였다. 옛날에는 나무 열매를 과(菓, 果)라 하고,

풀 열매(참외, 마름, 연밥, 딸기 등)를 라(岫)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통틀어 과(果)라 한다. 이들 과자는 제사용

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으나 과자가 없는 계절에는 곡물로써 과일 대용으로 만든 것도 과자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날과일을생과(生果)라 하고, 과일을본따서만든것은조과(造果)라 한다. 

[한과의역사]

우리 나라의 경우 삼국시대까지 과자에 대해 쓰여 있는 문헌은 거의 없다. 다만 당시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문헌으로 미루어서 당시의 과자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과자는 주재료가 밀가루이고,

일본은 쌀가루를 많이 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 중간의 형태로 과자에 쌀가루와 밀가루를 모두 사용

한다. 또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밀과(약과), 매작과, 타래과, 산자 등의 원형으로 짐작되는 것들을

중국의 6세기 때 문헌인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 볼 수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수로왕조 제수

(祭需)로서 과(菓)가 나온다. 제수로 쓰는 과는 본래 자연의 과일인데 과일이 없는 계절에는 곡분으로

과일의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과수의 가지를 꽂아서 제수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호사설

(星湖僿說)≫(1763)에 제사에는조과를과실의열에진열하였다고하니조과는오늘날의과자를뜻한다. 

≪명물기략(名物紀略)≫(1870년경)에 유밀과(油蜜果)는 본디 밀가루와 꿀을 반죽하여 제사의 과실을 대신

하기 위하여 대추, 밤, 배, 감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기름에 익힌 조과 또는 가과(假果)이지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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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페이지
- 음식 & 문화 -

알고있으면힘이되는정보



둥글어서 제상에 쌓아 올리기에 불편하여 방형(方形)이 되었다고 하였다. 《용제총화(傭齊叢話)》에는 유밀

과는 모두 새나 짐승 모양으로 만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본디 과실 모양뿐만 아니라 새나 짐승의 모양

으로만들었던것같다. 과정류는농경문화의발전에따른곡물산출의증가와불교숭상으로신라, 고려

시대에는 고도로 발달된 음식으로서 제례(祭禮), 혼례(婚禮), 연회(宴會) 등에 필수적으로 오르는 음식이

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삼아 차를 마시는 풍속과 함께 과정류가 한층 더 성행

하였다. 이에 따라 궁중의 연회 때 임금이 받는 어상(御床)을 비롯하여 민가에서도 혼례 및 제사때

상차림에대표적인음식으로등장하게되었다.

1. 한과류는본래불교의소찬(고기나생선이들어있지아니한반찬)으로부터발달한것이다. 

2. 불교 전성기인 고려 시대에 와서는 곡물 생산이 증가하고, 육식을 기피하게 되면서 한과가 제사에

올리는중요한음식이되고, 그것이다시범위가넓어져일반잔치에까지오르게되었다.

3. 조선 시대에 한과류는왕실반가와귀족들사이에서많이사용되어각종잔칫상필수음식이었다.

특히특별한날에는큰상에과자를높이쌓아올려사용하였다.

4. 조선 시대에는한과류가손님들을위한다과상에도사용되었다.

[한과의종류]

우리나라 과자는 옛날부터 과정류라고 부르며, 외국의 과자와 구별하였다. 과정류 또는 한과류는

유밀과와 다식, 정과, 과편, 숙실과, 엿강정 등이 있다. 여기서 과정류란 곡물에 꿀을 섞어서 만든 과자

를말하는것이다.

1. 약 과 - 밀가루를꿀과기름따위로반죽해서기름에지진과자

2. 유 과 - 찹쌀가루를반죽하여기름에튀긴후고물을묻힌과자

3. 다 식 - 여러가지가루를조청이나꿀로알맞게반죽해서다식판으로찍어낸과자

4. 정 과 - 식물의뿌리나열매를달짝지근하게조린과자

5.   엿 - 곡식이나고구마녹말에엿기름을넣어달게조린과자

6. 매작과 - 밀가루에 소금, 생강즙을 넣고 반죽한 다음, 얇게 밀어 썰어서 칼집을 넣고 뒤집은

것을기름에튀긴다음꿀을묻혀잣가루와계핏가루를뿌린과자

7. 과 편 - 신맛이 나는 과일을 삶아 거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조려 엉기게 한 뒤 모양을

낸것으로, 새콤달콤한맛이나는과자

8. 숙실과 - 과일, 생강, 또는 잣이나 밤 등을 물에 넣고 끊인 후, 재료로 사용한 과일 모양이나

다른모양으로빚어서만든과자

9. 강 정 - 떡처럼 만든 찹쌀 반죽을 튀긴 후 묽은 엿인 조청에 담갔다가 꺼내 깨나 튀긴 곡식을

입힌과자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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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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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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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