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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QS

고시개정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2호·제5항의규정에따라「금지품에서제외되는병해충」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 11. 18.

국립식물검역원장

금지품에서제외되는병해충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5호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자료공간→법령&고시’코너에서고시전문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번
호

학 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 고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매개용

위험분석신청 및 절차 :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31호 참조

(허용일 : ’02. 11. 14.)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먹이 : Tetranychus urticae Koch)

칠레이리응애
(먹이 : 점박이응애)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1. 24.)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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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학 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 고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3. 4.)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4. 11.)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4. 11.)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6. 3.)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먹이 : Tyrophagus putrescentiae (S.))

오이이리응애
(먹이 : 긴털가루응애)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6. 3.)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4. 6. 12.)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 동

(허용일 : ’04. 8. 10.)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생물적
방제용

위험분석신청 및 절차: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31호 참조
(허용일 : ’05. 8. 31.)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황온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5. 12. 26.)

13
Hypoaspis aculeifer (Canestrini)
(먹이 : Tyrophagus putrescentiae (S.))

가는뿔다리좀응애
(먹이 : 긴털가루응애)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6. 10. 9.)

14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먹이 : Carpoglyphus lactis (L.))

지중해이리응애
(먹이 : 설탕응애)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6. 10. 9.)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7. 5. 30.)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7. 5. 30.)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7. 10. 16.)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큰검정알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8. 7. 14.)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예쁜꼬마선충 연구용
상 동

(허용일 : ’08. 10. 6.)

20
Neoseiulus californicus (McGregor)
(먹이 : Lepidoglyphus destructor (Schrank))

사막이리응애
(먹이 : 가는다리고기진드기)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9. 10. 30.)

21 Cryptolaemus montrouzieri Mulsant 깍지무당벌레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9. 12. 3.)

22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Poinar 담배나방병원선충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3. 22.)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이고시는2012년 10월 31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4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부 칙

번
호

학 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 고

23 Steinernema carpocapsae (Weiser) 풀쐐기병원선충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3. 22.)

24 Aphidius matricariae Haliday 복숭아혹진디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5. 19.)

25 Neodryinus typhlocybae (Ashmead) 선녀벌레집게벌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10. 14.)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

되지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하여야 함

26 Orius insidiosus (Say) 인시디오스애꽃노린재
생물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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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10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강원도평창휘닉스

파크호텔에서일본, 중국, 뉴질랜드등아시아

지역 18개국 전문가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검역 국제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는 과실파리의 위험관리방안, 종자

및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의 종합적 검역

관리방안, 일반화물 수출입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지중해과실

파리에 대한 방사선 처리방법 등 5개 국제

기준의제정및개정방안이논의될예정이다.

○이번회의에제안된국제기준(안)은회원

국의식물검역기관, 농업인및수출입업자

등이수출입식물류로인해발생될수있는

외래해충의 확산과 방지를 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주어지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기준은 이 번 회의를 거쳐 내년도

국제식물보호위원회(IPPC) 총회에서

정식채택될것으로보여, 향후농업인이나

수출입업자는병해충관리에더욱주의를

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본 회의를 기회로 참가자

들에게우리나라의식물검역제도를소개하고

우수한 수출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계획이다.

* 참석국가 : 한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뉴질랜드,

FAO/APPPC사무국

검역소식

식물검역국제기준한층강화될전망

- 국제기준마련을위한국제회의개최, 9월6일부터5일간,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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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10. 10.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농림수산부 생물안전청과

양국 식물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고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포도와 밤에 대하여

조속히 수입허용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호주는 포도에 대해서는 ’11년

생산 분부터 수출을 허용하도록 내년 상반기

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밤에

대해서는 조만간 병해충예비검토를 진행

하기로하였다. 

○또한‘99년부터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배의 수출요건에 대해서도 현지검역 및

과실파리무발생증명조항을삭제하는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합의

하였고, 현재 국산 감귤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있는감귤궤양병에대하여살균처리

방법등에대한한ㆍ호주공동연구를진행

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 호주는 자국산 포도에 대하여 ’12년

생산분부터수입을허용해줄것과본토에서

생산된 양벚에 대하여 신속한 위험도 평가

진행을요청한바, 한국은우선포도에대해서

위험도평가절차를진행하기로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현재 검역용 소독약제로

널리사용되고있지만지구온난화의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량 감축에 합의한바 있는 메틸브로

마이드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베이포메이트등대체소독약제개발에도

적극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식물검역원에서는 올해 감귤과 사과를 미국

으로, 감귤을 필리핀으로, 채소종자를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식물 검역

협상을타결지은바있으며, 내년에는포도를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의국가로수출할수

있도록협상을진행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국산포도내년부터호주시장수출가능할전망

- ’10년한·호주식물검역전문가회의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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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국립식물검역원장과 네덜란드 경제

농업혁신부 얀 델스트라(Jan Deelstra)

국제업무국장은 11월 9일(16시 30분) 국립

식물검역원에서「한-네덜란드간 전자검역증

상호협력에관한의향서」를체결하였다.

○전자검역증은종이로작성된검역증명서를

전자적으로조회·교환하는것으로써

- 검역증명서의분실및위조를방지하여

국가간검역신뢰성제고하며

- 농산물 수입검사시 수입품목 및 검역

정보를사전에인지하게됨으로, 신속한

통관 등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추진할

수있다.

○식물검역분야에서는 국가간 전자검역

증명의 사용은 아주 미미한 편이며, 특히

검역증명서를전자적으로교환하는사례는

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검역증명서를 조회할

수있는국가는있음(한국, 중국, 호주등)

○이에 따라 양국가는 전자문서표준화기구

(UN/CEFACT)에서 정해진 전자문서교환

표준형식을전자검역증시스템에적용하는

사업을추진하고있어

- 내년상반기부터UN/CEFACT 형식에

따른상대국과수출검역증의전자교환이

가능하게되어, 양국가간에시험운영을

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 시험운영기간: 2011년(1년간)

- 대상품목: 양국간에수출입되는종자류

○또한양측은시험운영이완료된후, 양국간

수출되는모든농산품에대해서도종이로

된검역증대신전자검역증을점차적으로

이용하기로하였다.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이번 전자검역증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식물검역

분야의 전자검역증 국제표준화를 이끌고,

서류없는 국제검역 거래 달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한-네덜란드간식물검역분야전자검역증상호협력의향서체결

- 양국간의수출입되는식물검역품목의전자검역증시험운행실시등-



과제결과요약

1. 과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1) 묘목·구근류에서 검출 가능한 뿌리

썩이선충류의종동정방법작성

(2) 뿌리썩이선충류의 국내분포 종 목록

재정리

(3) 뿌리썩이선충류의 분자생물학적인

분류동정기술개발을위한기반조성

나. 단계별목표

(1) 10종이상의표본확보및채집

(2) 10종이상순수분리

(3) 뿌리썩이선충과의 모든 속에 대한

종동정방법작성

(4) 대량 증식 종들의 표본 제작 일선

지원·사무소배부

(5) 뿌리썩이선충과에대한분자생물학적인

종동정방법가능성확인

2. 최종 과제결과

가. 선충종확보: 표본 4속 31종, 생체 3속

18종, 증식1속10종

나. 당근disk culture 방법을통하여 10종에

대하여순수분리증식성공

다. Praylenchus, Radopholus, Nacobbus

등모든속종동정방법작성완료

라. 표본제작 Hirschmanniella immamuri,

H. oryzae, Pratylenchus ekrami, P.

coffeae, P. loosi, P. neglectus 등

12종의표본제작배부계획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묘목·구근류에서검출되는

뿌리썩이선충류의종동정방법작성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전 재 용
dollmoc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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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산 칼라테아, 아누비아스, 태국산

아누비아스에서 검출된 Radopholus

similis ITS region DNA sequencing

결과100% R. similis와일치

3.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뿌리썩이선충과 동정 자료로 현장 검역

에활용

나. 검역관교육자료로활용

다. 순수 분리된 배양된 종은 분자생물학적

인기술개발연구재료로활용

Ⅰ. 연구배경및목표

1. 연구배경

가. 검출증가및분류동정의어려움

(1) 국내미기록종으로 확인된 Pratylenchus

sp.와 Hirschmanniella sp.의 검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뿌리썩이선충류의 종 동정률은

50% 미만에머물고있음

나. 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쉬운검색자료의

필요

- 선충의 분류군이 너무 방대한 반면

현장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검색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종 동정이

어려움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역을 위한 기초

자료확보

(1) 국내에는 문헌상으로 3속 17종이 기록

되어 있으나, 수입식물에서 기록된 종

(Pratylenchus fallax)까지 포함되어

있음(박, 1996)

⑵외국과수출입협상의기초자료가필요함

라. 분자생물학적동정을위한기반조성필요

⑴뿌리썩이선충과의 선충의 경우 대부분

혼종(complex) 상태로검출

⑵순수분리증식을통하여종을분리할필

요성이있음

뿌리썩이선충류검출종수의변화

■규제 ■잠정규제 ▫비검역

뿌리썩이선충류검출건수의변화

■규제 ■잠정규제 ▫비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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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가. 최종목표

⑴묘목·구근류에서 검출 가능한 뿌리

썩이선충류의종동정방법작성

⑵뿌리썩이선충류의국내분포종목록재

정리

⑶뿌리썩이선충류의분자생물학적인분류

동정기술개발을위한기반조성

나. 단계별목표

⑴10종이상의표본확보및채집

⑵순수분리증식기술확보

⑶일부속의종동정방법작성

Ⅱ. 재료및방법

1. 재료

가. 검역현장에서 검출된 뿌리썩이선충류

소장표본

나. 수출입묘목재배단지에서식하는뿌리썩

이선충류채집표본

다. 농과원선충실소장표본및최영연교수

소장표본

라. 국내기록종채집지에서채집표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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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과

가. 뿌리썩이선충관련문헌조사

⑴단행본 : Pratylenchus(Nematoda :

Pratylenchidae) : Diagnosis, Biology,

Path-ogenicity and Management 등

9권

⑵논문180편

- 선충증식 : Improved nematode

extraction from carrot disk

culture 등 17편

- 분류동정 : Reproductive strategies

and Karyotype of the burrowing

nematode, Radopholus similis 등

7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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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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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뿌리썩이선충조사

다. 선충순수분리및유지증식

⑴선충순수분리

- 당근disk culture method를이용하여Pratylenchus loosi, Pratylenchus sp. 등 10종순

수분리

⑵선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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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썩이선충유지

- 포트별점적관수및10ℓ용기를이용하여순수분리증식된선충유출및오염방지

라. 선충표본및생체확보: 표본4속31종, 생체3속18종, 증식1속10종

시·도 시·군 샘플 검출 건수
순수분리
진행

비고

경기도, 인천 수원, 인천 92 15 12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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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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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의 key를 기본으

로하여tabular key와dicho -tomous

key를정리완료

⑵Radopholus : Loof의 key와 뉴질랜드

key를조합하여정리완료[29종]

⑶Pratylenchus : Pablo Castilo &

Nicola Vovlas의Key와Tom Powers의

의견을절충하는key로정리완료[70종]

⑷Hirschmanniella : Loof의key로정리

완료[24종] ⇒27종

⑸Nacobbus: Loof의key로정리완료[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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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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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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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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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가. 국내분포뿌리썩이선충조사는전국에서

738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117건의 뿌리

썩이선충을 검출하여 여러 종이 동시에

검출되는 경우 순수분리를 하여 현재

42건의 순수분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수분리된경우표본제작과종동정및

분자생물학적인연구를위하여기주식물에

접종하여종을유지하고있음.

나. 뿌리썩이선충류의종동정방법은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확보된표본4속

31종, 생체 3속 18종, 증식 1속 10종에

대한 사진촬영 및 재동정을 실시하여

관련자료를 부록(검역과정에서 검출된

선충 및 국내기록종의 형태적 특징)에

수록하여 PDF파일로 순수분리된 뿌리

썩이선충의 표본과 함께 전 지원과

사무소에배부예정임.

다. 뿌리썩이선충류의 종 동정 방법 작성은

뿌리썩이선충과의8속을구분할수있는

검색표와각속에대한종검색표작성을

모두작성하였음.

라. 국내에서발견된종중에서Pratylenchus

crenatus, P. fallax, P. flakkensis,

P. loosi, P. mediterraneus,

P. pseudopratensis, P. subpenetrans

의 경우 국내 일부지역에서 수입식물

재배지에서 극히 낮은 밀도로 검출되어

국내 분포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금후

국내분포 선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면 국내분포종

으로확정하는것이맞을것으로판단됨.

마. Pratylenchus sp1. ∼ sp5.의경우형태

적으로 현재 Pratylenchus 속의 모든

종들과 형태적인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신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신종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바. 뿌리썩이선충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종 동정 방법에 대한 탐색결과 ITS에

대한종특이적프라이머로가능한것을

확인하였음.

사. 분자생물학적인종동정방법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순수분리한 종들은 기주

식물을이용하여계속유지할계획임.

구분 종명 국내분포여부 표본유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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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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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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미국내 감귤더뎅이병이 존재

한다는첫번째보고임

- 식물의 일부(과일,잎,가지)를 외부로

이동을금하는연방긴급조치를공표

- APHIS는감염의원인과정도를밝히기

위해서대학과연계하여노력중

2. 칠레, 소나무 해충인 Sirex noctilio의
생물학적 방제 실시

○칠레 농축산성(SAG)은 소나무 해충인

Sirex noctilio(Asian long-horned

beetle : 관리병해충)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서 선충 Deladenus siricidicola을

사용중

- 이 선충은나무에침투하게되면 Sirex

noctilio를 자연적으로 불임화시켜

개체수를감소시킴

3. 아르헨티나, 감귤그린병 유입 방지 위해
식물위생 규정 강화

○아르헨티나는 감귤그린병(금지병해충)

확산방지를위해서지역간과실과채소류의

이동절차에관한식물위생조건을설정함

- 감귤그린병 또는 동 병의 매개충인

Diaphorina citri(귤나무이)가 존재

하지 않는 지역으로의 허가 받지 않은

감귤류이동을금지

- 본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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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대만으로 수출한 복숭아에서 복숭아
심식나방 발견

○대만으로수출한일본야마다시현산복숭아

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어 일본

농림수산성은 8월 23일 이후 야마다시

현산사과, 배, 복숭아에대하여수출식물

검역증명서발급을잠정적으로중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방안수립중

- 대만수출용생과실수출이예정되어있는

도도부현에 대한 방제, 선과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의환기

* 금후의대응

농림수산성은 대만 수출용 생과실 검역실시

요령 (2006년 2월 17일 소안 제11342호)에

의거하여 8월 23일 이후의 대만 수출용

야마나시현산 사과 등의 생과실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발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 또한

문제해결을위하여아래와같이조치할예정임

(1) 대만 수출용 생과실 검역실시요령에 의거

하여

- 야마나시현에 대만 수출용 사과 등

생과실의 잠정적인 수출정지를 통지함

과 동시에 원인 규명과 개선조치안의

작성을지시.

- 개선조치를 대만측에 제출하고 잠정

수출금지조치의해제를요구

(2) 대만 수출용사과등생과실수출이예정

되어 있는 도도부현에 대한 방제, 선과에

철저를기하도록주의환기.

(3) 식물방역소수출검사의강화

5. 미국, 하와이주에서 커피해충 발견

○미국 하와이주 커피콩에서 coffee berry

borer(Hypothenemus hampei : 관리병

해충)가발견됨

- 이 해충은 커피콩(coffee bean)을 뚫고

들어가고, 유충이커피콩안쪽에있어서

살충제로방제하기어려움

- 하와이주는 볶지 않은 커피콩을 수입할

때훈증을요구하는엄격한수입규정을

적용중

※coffee berry borer : 중앙아프리카

원산이며전세계커피재배지역에서발견

됨. 이 딱정벌레는 알을 낳기 위해 커피

열매로뚫고들어감. 유충이커피콩안쪽

에있으므로살충제로방제하기어려움

coffee berry borer(Hypothenemus ham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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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밤나무줄기마름병
(chestnut blight) 발견

○호주 빅토리아주는 북동지방을 밤나무줄

기마름병(chestnut blight : 국내분포종)의

발생에 따라, 감염된 나무의 이동을 제한

하기위해서검역지역으로설정

- 밤나무줄기마름병은호주의검역병해충

으로, 감염된나무를제거하거나, 살균

제를살포하여방제하고있으며, 이병의

발생을제한하기위해서예찰을지속중

※밤나무줄기마름병: 밤나무의나뭇가지나

줄기에발병하고, 감염된부위는껍질이

적갈색으로되고함몰하여결국시들어

말라죽는다. 병원균은병든조직내에서

균사또는자낭각내에서월동한후이듬해

봄부터가을까지감염을유발한다. 병원

균의분생포자나자낭포자가주로상처

를통해서침입하여수피아래의형성층

에서균사가생장하며조직을감염시킨

다. 빗물이나 곤충에 의해서도 전반된

다. 방제하기 위해서는 가지 치기 시

상처가생기지않도록유의하고초기에

병반이 발생했을 때 병든 부위를 제거

하고살균제를처리한다. 

7. 스페인, 시들음병(Verticillium속)에
의해 올리브과수에 큰 피해

○스페인 리오하 주 의회는 Amigogasta

지역 내 올리브 경작지대가 Verticillium

속(국내분포)에 의한 시들음병으로

큰 피해를 입어 동 지역에 긴급식물위생

조치를선언하는법령을승인

- 동 병해충을 박멸하는 방법은 나무를

벌채하고, 토양에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것임

- 현재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 올리브

과수의 30%가 동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화학적 또는 환경

친화적방제방법은발견하지못함

8. 미국, 펜실베니아주 내륙지역의 포도밭
에서 비녀은무늬밤나방 최초 발견

○미국동식물검역청(APHIS) 식물검역본부

(PPQ)는 펜실베니아주 농업국이 포도밭

에 설치한 페로몬 트랩에서 비녀은무늬

밤나방(Autographa gamma : 국내분포

종)을발견함

- 동 해충은 미국 입항지에서 자주 발견

되지만, 내륙지역에서는최초로발견됨

- APHIS는 펜실베니아주 농업국과 함께

발견지점을중심으로예찰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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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U, 붉은야자바구미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도입

○EU는 붉은야자바구미(Rhynchophorus

ferrugineus : 관리병해충)의 도입과

확산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규정함

- 붉은야자바구미는 EU의 규제 병해충

으로, 지중해에서 주요 기주 대추야자

(date palm)와 카나리섬 대추야자

(Canary Island date palm)임

- EU는 Commission Decision 2010 /

467 / EC을 통해붉은야자바구미발견

시반경 10km의경계지역을지정하는

한편, EU 국가들은야자나무가동해충

에 감염 되었는지 매년 조사를 하고

그결과를EU에통보하도록하였음

10. 중국, 일본산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에서
소나무재선충 발견

- 중국남경검역국항만출장소는일본에서

수입된목재포장재에대한검역과정에서

곰팡이와 습기 있는 목재포장재를 발견

하여샘플링한후실험실검사를의뢰한

결과소나무재선충(금지병해충)을발견함

- 동 해충은 강소성 식물검역원의 조사

결과소나무재선충으로재확인

- 해당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항만출장소 감독하에 소각 처리

하였음



펭귄 하늘을 날다

- 일본변화관리우수사례연수를다녀와서... -

내가변화관리 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혁신(革新)이라는 이름으로 성과위주의 변화를 강조

하다보니직원들은혁신에대한불만과실적을억지로만들어내느라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것이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변화관리로 말만

바뀌었지 혁신 아니냐?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아니냐?’는 등 직원들의

불평도 있었고 나름 데로는 직원들과 조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

관리가되어야겠다는생각으로일을시작한것이벌써3년이다되어간다. 

처음변화관리에익숙하지않았던나는관련교육, 워크숍등을다니면서

국내외 여러 변화관리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중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기사회생(起死回生) 사례였다. 아사히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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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기획과 전 대 수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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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하늘을 날다

동물원은 내가 변화관리 업무를 시작할 당시를

전후하여‘펭귄을 날개하라(2007)’, ‘창조적

디자인경영(2008)’, ‘창조적 발견력(2008)’등

여러서적으로출판되었을뿐만아니라2009년

에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혁신실화를 바탕

으로“펭귄을 날개 하라 (Penguins in the

sky-Asahiyama zoo)”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된바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2009년도 변화관리 우수 5개 소속기관 담당자

를중심으로일본변화관리우수사례연수프로

그램을준비하면서‘아사히야마동물원’을빼놓

지않았고, 2010년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연수일정 중 첫 방문지가 바로‘아사히

야마동물원’이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

카와시(旭川市)에 15ha(45,000여평) 규모로

1967년에 개원하면서 북해도 특유의 동물을

전시하여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고자 아사히카와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원이었다. 개원 당시 본

동물원은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동물원이라는

것 외에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개원

초기 50만명 정도의 방문객을 유치하였으나

자동차산업 발달 및 레저문화가 다양화 되면서

방문객이 30만명 정도로 줄어들어 연간 2억엔

의적자를내었고, 적자를만회하고자청룡열차

등 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한동안 방문객수

가 늘기도 하였으나 당시 주요 방문객이 가족

단위가 아닌 북해도 내외부에서 찾아온 젊은이

들 이었고 동물원이 아닌 놀이시설로 변모하여

설립당시동물원이미지가변형·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위기감을 느껴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되었다고한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사회여론이‘동물학대’

라는 관점에서 동물원 무용론까지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동물원 시설이나 동물들의 복지

상황을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내부적으로도 인식하였고, 한때는 시에서 재정

투입을 중단하기도 하여 새로운 출구를 모색

하고자 전 직원이 동물원에 모여 철야토론을

통해 동물원의 존재이유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

하게되었다한다.

아사히야마동물원의변화관리

프로그램2가지

1⃞“One Point Guide”프로그램 추진

전임 원장 칸노히로시라는 분이 프로그램

추진 당시 사육책임자로 재임하던 시기에 위기

를 탈출하기 위해 사육사들이 동물들에 대한

습성·특징 등을 방문객에게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One Point Guide)을 제안하였다.

현재는 많이 알려지고 실행하고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교육

담당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육사들은 본인

들의일이아닐뿐만아니라방문객을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소하였기 때문에

사육사들의반발이많았다고한다. 동프로그램

을 통해 사육사들이 느낀점, 개선해야할 점 등

논의를통해파악·추진하게되었다. 특히동물

들의 특징과 능력을 방문객이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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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하게 되면서 시민들도 다른 동물원과 차별

화된 동물원의 운영방식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육

사들도 꾸준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사육사들의 직함도“사육담당”에서“사육·

교육담당”으로바뀌게되었다.

동물원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의 능력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사육사의

임무임을깨닫기시작하면서전국사육사연구회

등에 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감을 얻으려 하였

으나 사육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

동물원의비난과따돌림을받기도하였다.

2⃞ 동물의 행동과 생활을 자연 그대로 관람
할 수 있는 행동전시(行動展示) 프로그램
추진

우리가일반동물원에서는볼수없었던동물

들의 특징과 그들만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발상의전환으로날수없는펭귄의유영(遊

泳)하는모습을수중터널에서관찰하게하

여마치하늘을나는듯한모습을전시한것

은 아사히야마 동물원 행동전시의 대표적

인사례로널리알려져있다.

- 오랑우탕의밀림숲높은나무사이를오가는

야생의 능력을 전시하기 위해 17m 높이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무사이를 오가는

모습을재연한것도꾀인상적이었다. 왼쪽편

구조물에서 놀다가 공연(?) 시간이 되어

사육사가 먹이를 들고 오면 잽싸게 오른쪽

으로 넘어오는 것을 관람객들은 관찰할 수

있다

- 바다속깊은곳까지잠수할수있는능력을

가진 물개는 원통형 수조를 만들어 마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유영하는 듯한 모습을

전시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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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하늘을 날다

- 사람키 높이 수족관을 만들어 북극곰이

마치 사람을 향해 물속으로 덤벼드는 듯한

전시공간을 조성한 북극곰 전시관도 꾀

인기가높다

- 원숭이가 재롱을 피우지 않고 투명터널

위에 앉아 있기만 해도 관람객들은 생전

실물로는보기힘든생식기나항문, 발바닥

등을가까이에서관찰할수있다.

- 전시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 나이,

가족관계, 그 날 동물의 상태 등 동물원의

사육사들만 알고 있을 법한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전시공간게시판을통해관람객에게

제공하고있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폐원위기에서 벗어나

부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차별화를 통한

핵심역량의집중, 둘째학습조직을통한아이

디어의 공유, 셋째 동물의 특성과 능력을 살린

행동전시 디자인, 넷째 자율적인 혁신 노력,

다섯째 고객 중시 문화, 여섯째 높은 주인

의식과 책임감이라 할 수 있으며, 아사히야마

동물원만의 고객과 동물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으로 이상적인 동물원의 모습을 그리며 이를

실현하려고 조직구성원들이 열정을 다 바친

디자인혁신의결과라할수있다.

최근에설치된사슴·늑대전시공간과소규모

농원의전시목적은홋카이도지역에서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를 사냥함으로써 그 수가 부쩍

늘어난 사슴들로 인해 오히려 농장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관람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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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킬 목적으로 추가된 전시공간이라 한다.

동물원이 전시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물

들의 서식지 파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알리려는 노력과 조직 존폐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존재이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극복한 그들만의

철학을엿볼수있었다. 

현장관람을 마치고 다음 연수 장소로 이동

하는 버스안에서 동물원 관람전 아사히야마

동물원에 대한 세미나를 주재했던 전임 원장

칸노히로시씨의 삶의 여정을 떠올려 보았다.

그도 동물원에 입사하여 동물원이라는 조직

내에서 위기의 순간도 맞이했고 성공적인 혁신

을통해위기를극복하기도했고동물원을통한

수입으로 시의 재정 흑자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아사히카와시가 동물원 덕택으로 관광명소가

되기도 하는 등 그의 공적으로 보아 이제는

안주할만도한데그의바램은끊임없는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듯 했다. 그가 생각하는 적정

방문객수는연간 100~150만명인데올해 10월

기준으로 250만명에 이르렀으니 좋아할 법도

한데 그는 동물원이 방문객 수로 평가 받을 때

제일안타깝다고했다. 그 말에이어‘동물원이

해야 할 일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바램은 존재가치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든조직에서바라는바이기도하다. 

우리는변화의연속인 21세기현시대를살아

가면서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변화를 때로는 외면하거나

두려워때가있는것이현실이기도하다. 하지만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할

대상임을다시한번되새겨봄과동시에우리의

존재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

볼 때 식물검역원의 변화관리 담당자는 우리

모두라는생각이든다.



월드컵의나라, 

남아공을다녀오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하는데 20시간이걸렸다. 남아공 도착후국내선비행기를

갈아타고 한 시간 정도 더 가서야 최종 목적지 더반에 도착했다. 아직 도시

곳곳에서 월드컵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Oso oseyo'(어서 오세요)라고

적힌현수막이나를반겨주는듯했다.

1. 천혜의자연을간직한도시, 더반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역을 위해서 아프리카 최대의 항구도시 더반을 방문

하게되었다. 오렌지검사와저온처리과정이모두더반항과근처컨테이너

야드에서진행되어80일간의일정대부분을더반에머물렀다.

남반구에위치한남아공은7월부터9월이겨울인데, 말이겨울이지낮에는

해수욕을 즐길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다. 겨울은 건기라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9월하순부터우기가시작되는데우기라고해서하루종일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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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원 임 원 석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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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게 아니라 아침에 맑았다가 오후 4시정도

부터바람이슬슬불기시작하더니저녁에비가

오는 패턴이 반복되어 식물이 자라기에 더 할

나위없이좋은환경이었다.

더반의최고의볼거리는단연해변이다. 더반항을

중심으로 남쪽해변(south coast)와 북쪽해변

(north coast)으로 나뉘는데 곳곳에 절경들이

펼쳐지고, 휴양시설도잘발달되어있어여름에

는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겨울은 낚시철인데, 그물로 해변으로 몰려든

정어리떼를잡는것는진풍경이었다. 그속에는

광어, 가오리 등 다른 고기들도 많이 있지만

정어리만 잡고 다 놓아주는데, 자연산 횟감을

버리는모습에안타까운마음이....

2. 사람의땅, 아프리카

대부분사람들이아프리카를방문할때는야생을

꿈꾸지만, 남아공의경우는높은빌딩과유럽식

주택, 잘 발달된 쇼핑센터 등 도시의 모습과

물가수준등은서구의다른도시들과별로다르

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서구식 문명사회

에서소외된사람들이많다는것이었다. 아파르

트헤이트(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가

끝나고 흑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문화적

차별은다소없어졌다고하나, 경제적인차별이

그자리를대신하고있는듯했다. 극심한빈부

격차,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로인해치안은매우불안한상태이며,

파업등사회갈등도심한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지검역을 수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대부분 인도계인

남아공검역관, 오렌지생산자협회(Citrus

Grower's Association) 직원들과 주로 같이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밝게 웃는 분위기는

참 인상적이었다. 이들의 모습은 남아공 가기

전에 한국에서 들었던 치안에 대한 불안감과

겉으로 보이는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3. 남아공최고의관광도시, 케이프타운

일정이거의끝나한가한주말을이용해케이프

타운을 방문했다. 케이프타운은 케이프 포인트

(cape point),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

등 도시전체가 관광지였다. 곳곳의 절경들과

펭귄, 바다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편의

시설도다양했다. 수족관이아닌자연에서게다가

따뜻한 해변에서 펭귄을 볼 수 있고, 케이프

타운옆에스텔렌보쉬의와인루트(wine route)

역시 관광명소답게 훌륭했다. 기회가 되면

꼭한번가보시길......

아프리카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을 동

시에 가지고 출발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돌아

오는길역시긴여정이었지만, 좋은추억만가

지고 돌아오게 되어 출발 때 보다 즐거운 마음

으로비행기에몸을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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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의 나라, 남아공을 다녀오다

오렌지검사

농림부직원과함께 (대통령궁)

남아공펭귄과함께

케이프포인트



한라산과 바람이 조화를 이룬 제주도 !

최근에는 자연을 벚 삼아 제주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올레가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으면서제주를찾는사람이

늘고있다. 

아무 상식 없이 그리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기쁜 마음

만가지고나서면얼마든지품에안을수있는넉넉한섬제주의올레길.

제주어로올레길은큰길에서대문까지의집으로통하는아주좁은골목길

을 뜻한다. 그러기에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만 되면

물 흐르듯이 굽이굽이 돌아서 만들어진 누구나가 놀멍(놀면서) 걸으멍

(걸으면서) 쉬멍(쉬면서)가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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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 오 세 민
oseemin@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  자연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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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방 올래길을 가다

오늘은 여러 개의 올레 코스 중에 경치가

뛰어난 7코스를 탐방하고자 한다. 코스 경로

(총 16.4km, 4~5시간)는외돌개 - 돔베낭길 -

호근동 하수종말처리장 - 속골 - 수봉로 -

법환포구 - 두머니물 - 일강정 바당올레

(서건도) - 악근내(풍림리조트) - 강정천 -

강정포구 - 알강정 - 월평포구 - 월평마을

아왜낭목까지이다.

처음시작은해안가를따라조성된계단을내려

가면돌망부석이되어버린외돌개(장군바위)가

온갖 형상을 한 기암절벽들에게 호령을 하는

모습으로지키고있고, 그위에노송들이호위를

하고있다. 계속이어지는 까마득한기정(절벽)을

따라 숲길을 걷다보면 대장금 촬영지가 시선을

고정시킨다. 올레꾼들이 대장금을 대신하여

주연이 된 양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며시간이멈춘줄을까마득히잊고있다.

시간을 재촉하는 길안내 길바닥, 담벼락 등에

화살표 또는 나뭇가지에 파란색, 노란색 띠를

확인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걸어서인지 바다가 자꾸 따라왔다. 돌아

서면이어지는멋진바다끝없이이어지는해안

절경에연신감탄사가나온다. 하지만해안절경

이란 애인을 멀리하고 계속되는 산책길을 굽이

굽이 돌아서니 이름도 아름다운 돔배낭길이

옆구리에손을얹는다. 

돔배낭이란말은제주사투리로도마나무란뜻

으로옛날에나무를잘라서도마를만들어사용

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지명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주변에는 담팔수, 먼나무, 통탈목,

녹나무, 홍가시, 우묵사스레피등많은나무들이

줄을지어자기맵시를뽐내며산책객들을맞이

하고있다.

돔배낭길를지나니서양휴양지같은큰워싱턴

야자수가하늘을향해손을들어서있는풍경이

여기가 제주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이 속천골

(속골)이산책객들이마을을씻어주듯이깨끗한

물소리를 내며 바다와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에질세라산책객들이 '사랑하는이에게

엽서띄우기' 코너가보이자남녀노소박장대소

를 하며 애인, 첫사랑 연인에게 백지에 멋진

그림을 그리느라 머리를 쥐어짜며 멋지고 감동

시킬 생각으로 그림에 몰두한 모습이 아름답게

만느껴진다.

수로를 지나 해안으로 이르는 길에는 넘실대는

파도소리가 금방이라도 물살로 덮칠 것 같지만

파도는 자기가 벋고 누울 자리까지만 차지하고

산책객들의길을안내하고있다. 먹돌과절벽들이

제자리에서 자태를 뽐내고 먹돌위의 억새풀

들이 양쪽으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길 위에

누워있고, 그옆에보라색꽃을뽐내려고바람과

힘겨루기를하고있는보라색꽃무리가보인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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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바로숨비기나무였다. 제주해안가기정

(절벽) 모래밭 자생하며, 내염성이 강하고 꽃은

보라 빛으로 7~8 월에 피며 열매는 동그라며

자그만 하다. 가지가 길어 덩쿨은 아니지만

덩쿨처럼보인다. 이꽃과열매는약효가뛰어나

폐렴, 기관지염, 기침감기, 두통, 고혈압에효과가

있다고 한다. 꽃과 잎을 따서 냄새를 맡으니

특이한박하향같은향이머리를맑게느껴진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에 발걸음을 재촉하니 옛날

에논농사를지었던물이질퍽질퍽한논길을미

끄러지듯 빠져나가니 막숙물이 갈증을 씻어 준

다. 막숙물은법환포구에있는용천수로최영장

군이범섬의몽골세력을소탕할때이곳에막을

치고숙영을했다고해서막숙물로불리게되었

다한다. 아직도이곳에서는아낙네들이막숙물

에서빨래를한다.

땀방울을씻고해안길을몇굽이꺾으니바다를

거느리는범섬이위용을뽐낸다. 범섬은외돌개

오른쪽에서바로건너다보이는아름다운섬으로

큰섬과새끼섬으로분리되어있으며멀리서바

라보면큰호랑이가웅크리고앉은모습과같아

서범섬이란이름이붙여졌다. 면적은93,579㎡

이며, 수직으로된주상절리가잘발달된무인

도로 섬 가운데는 평평하며 남쪽 가장자리엔

용천수가솟는다.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기암절벽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니 흡사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 같이 매일 두 번씩이나 일어나는 서건도

(썩은섬)가시야에나타난다. 서건도는 썰물에

는연륙이되어걸어서섬에들어갈수있으나,

밀물에는섬이되어버려들어갈수가없다. 

섬에 한번 족적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간을 소비하니 바다 빛 과 하늘 빛

그리고 한라산의 용천수가 만나는 악근천

(嶽近川)이하염없이소리를내며여름의합창을

하고 있다. 악근천이란 바로 다음에 지나는

강천천(큰내)이있는데이에못지않게버금으로

크다하여붙여진이름이다. 

강전천은 예로부터 물의 깨끗하고 풍부하여

벼농사를많이지었던마을로논농사를지을수

있는곳이부자마을로인식되어있었다. 지금은

제일 강정천물이 제주의 식수원으로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물의 일급수에만

산다는은어가살고있어그맛또한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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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방 올래길을 가다

나폴리보다 아름다운 서귀포 해안 길을 걷는

사이시간은흘러어느덧월평마을포구에다다

르니 이곳 또한 해안절경은 뛰어나지 않은가.

잠시눈에그림같은풍경을입력하고돌아서니

한라산 여름풍경이 녹색물결과 어우러져 장관

을 연출한다. 월평포구를 빠져나와 몇 분을

걸으니오늘걷는제7코스의종점인아왜낭목이

보인다. 오늘 걸으면서 몸과 마음이 상쾌한

느낌과끝마침이라는생각이머리를스치운다.

여행! 여행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로망

이아니겠는가!

모두들더늙기전에올레의길위에다시한번

친구들과서보았으면싶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혼자든,

둘이든, 또는 여럿이 가족이 함께 걸어도

어느때나좋다. 나도길도잊어도좋다재기재기

(빨리빨리) 걸지말고, 늘짝늘짝(느릿느릿) 그냥

걸으면된다“제주올레그래갈래”



LMO 농산물을수입하기위한절차는어떻게됩니까? 

LMO의 국내 안전관리는 위해성평가 → 수입승인 → 국경검역 → 국내유통

(표시제)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령, 미국에서 LMO 옥수수를 수입 하실

려면, 사전에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인체는 식약청, 환경은 농촌

진흥청)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개발사가 미리 위해성평가를 받았다면 수입자

는 국내수입을 위한 수입허가증인 수입승인(종자용은 국립종자원, 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받아야합니다. 미국산옥수수를실은선박이국내항

에도착하면수입승인서를첨부하여 LMO 수입검사신청을해야합니다. LMO

검사에합격하면국내유통을위한사후관리(표시제등)를받게됩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무엇인가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유전자를분리하여인위적으로생물종에도입함으로써개발자가목적한

특성을갖도록새롭게조합된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를말합니다. 

LMO는국내외이해관계에따라농업분야에서는유전자변형작물또는유전자

변형농산물, 식품분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환경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

LMO 검사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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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LMO 검사대상품목은?
Q 3

콩, 렌즈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담배, 메론, 밀, 벼, 벤트그라스, 사과,

사탕무, 아마, 알팔파, 자두, 장미, 치커리, 카네이션, 토마토, 파파야, 해바라기,

호박등 23품목이며이러한검사대상농산물은 앞으로개발·승인의증가와

더불어추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검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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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영 문 명 학 명

감자 Potato Solanum tuberosum

담배 Tobacco Nicotiana tabacum

렌즈콩 Lentil Lens culinaris

메론 Melon Cucumis melo

면화 Cotton Gossypium hirsutum

밀 Wheat Triticum aestivum

벤트그라스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벼 Rice Oryza sativa

사과 Apple Malus domestica

사탕무 Sugar beet Beta vulgaris

아마 Flax Linum usitatissimum L. 

알팔파 Alfalfa Medicago sativa

옥수수 Maize Zea mays

유채
Argentine Canola Brassica napus

Polish Canola Brassica rapa

자두 Plum Prunus domestica

장미 Rose Rosa×ybride L.

치커리 Chicory Chichorium intybus

카네이션 Carnation Dianthus caryophyllus

콩 Soybean Glycine max

토마토 Tomato Lycopersicon esculentum

파파야 Papaya Carica papaya

해바라기 Sunflower Helianthus annuus

호박 Squash Cucurbita pepo

기타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 유전자변형
생물체로써 식물검역원장이 정한 품목



LMO 검사는어떤절차를거치고며칠이소요됩니까? 

Q 4

LMO검사는검사대상품에한해서실시하게되며서류검사·현장검사·실험실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현장검사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경우에는검사신청일로부터최소 4일이 소요되며최대 20일까지소요될

수도있습니다.

38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검역 Q&A

검사신청접수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합 격

미승인 LMO승인 LMO

사후관리기관 통보

서류에의한검사

간이속성검사음성

간이속성검사양성

허용치이하

If If

구비서류확인

합 격

폐기, 반송

LMO 검출
No

No

NoYes

Yes

Yes

정량검사



LMO 농산물의식물검역합격기준은? 

Q 5

LMO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승인·신고 품목에 해당 될 경우와

LMO 수입검사신청서는제출하지않았으나①LMO 미검출시②위해성심사

승인된 LMO가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로 검출시 ③ 위해성 심사승인된

LMO가비의도적혼입치3%를초과하여검출되었으나수입승인서를발급받아

기한내에제출한경우에는합격처리됩니다.

검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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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검역단신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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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기관합동현장업무보고회

’10년 10월 7일목요일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국립식물검역원중부지원에서국립식물검

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검사원 3개 기관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인천항

수입배추 검역현장, 수입활어 검사현장, 인천공항 CIQ합동검사장 등 검역현장을 시찰하였다.

유장복장관은이자리에서“안전한

농식품 공급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배추 등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를 실시해

달라”고당부했다.

식물검역홍보연찬회개최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홍보기법 및 매체를 모색하고 업무

담당자 정보교류와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0월 14~15일 식물

검역 홍보연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대한스피지&리더십센터정순인

대표를초청하여효과적인홍보를위한스피치요령에대한강연을듣고실습하였다. 분임별활동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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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홍보담당자들은 각 지원별 ’10년도 홍보실적 발표와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홍보동아리회원들은향후홍보공연실행을위해준비한공연들을미리공연해보는시간을가졌다.

직원화합을위한연찬회개최

’10년 11월 3~4일 2일간경북문경소재 STX리조트에서직원화합및직장분위기활성화를위한

연찬회가개최되었다. 전국지역별로배치되어근무하는우리원의특성상타지역직원간의교류가

힘들었기때문에이날행사는매우뜻깊었다. 첫날전직원이함께하는청렴서약을시작으로전국

에서 모인 직원들이 3개 팀으로 나뉘어 족구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오후에 마련된 만찬에서는

직원-간부간의 대화, 각 지원별

장기자랑 등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문경세재 옛길을 걸으며 대화의

시간을가질수있었다. 

한-네덜란드식물검역전자검역증협력의향서체결

’10년11월9일박종서국립식물검역원장과네덜란드경제농업혁신부얀델스트라국제업무국장은

‘한-네덜란드간 전자검역증 상호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전자문서

표준화기구(UN/CEFACT)에서 정해진 전자문서교환 표준형식을 전자검역증시스템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전자검역증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종자류 수출검역증을

전자교환할예정이다.

전자검역증은 종이로 작성된 검역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조회·교환하는 것으로써 검역증명서의

분실및위조를방지해국가간검역

신뢰성 높일 수 있다. 또 농산물

수입검사시 수입품목 및 검역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신속한

통관 등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추진

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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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기탁구대회우숭

’10년 11월 27일 토요일에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기 탁구대회에서 우리원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원은 박창용 중부지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영철사무관, 현익화연구관, 임기원,

이종호, 복옥규, 백종민, 박덕용, 김종보선수를 주측으로 하여 경기에 임했으며 예선리그에서

농산물품질관원, 수산과학원, 수의과학검역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를 이기고 4전 전승으로(B조

1위) 준결승에 진출하였고 준결승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을, 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농어촌

공사를이기고올라온농산물품질관원을3:2로이김으로써우승의쾌거를거두었다. 뿐만아니라

우리원 김종보 선수는 박덕용선수와 짝을 이루어 전승을 하면서 이번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

되었다.



지원·사무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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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사회소외계층위문

인천공항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0년

9월 16일(목) 영종도내에 위치한 해송노인

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

하고요양원관계자와의대화의시간을가졌다.

장관님, 인천국제공항식물검역현장방문

’10년10월 17일(목) 유정복농식품부장관님이

인천국제공항 식물검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검역현장 방문으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여행객 휴대물품 검역현장 시찰 및 세관 X-

ray실방문등으로진행되었다. 

추석전제수용농산물등특별단속

인천공항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0년

8월 30일 ~ 9월 17일(3주간)까지 특별검역

기간으로설정하고제수용농산물, 송이버섯등

수요증가 품목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역과

관내 재래시장, 대형유통매장 점검을 통해서

식물검역 위반 행위 방지와 식물검역 홍보

활동을병행하였다.

검역단신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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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방문행사협조

인천공항지원에서는농림수산식품부의“기관간

방문행사(Office visiting) 추진 계획”에 따라

’10년 10월에 농관원 속초·양양 출장소

(10.14., 4명), 농관원진주출장소(10.22., 9명)

농관원부안출장소(10.28., 12명), 등3개기관이

내방하여 식물검역안내 동영상 시청 및 수입

검사·실험실검사 등 검역현장 견학을 통한

다양한식물검역체험을하였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표창장수여

국제우편사무소 이은섭 검역관은 ’10년 9월

28일(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개청 3주년

기념으로 관세 행정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우편세관장표창장을수여받았다.

식물검역명예감시원집합교육및

합동단속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10년 9월 13일(월) 추석

명절을맞이하여관내식물검역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 활동요령 및 수입식물 검역 일반

교육을실시하고불법수입식물류유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송정동 공항시장에서

특사경과합동단속을실시하였다. 

2010 김포세계인큰잔치식물검역홍보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10년 10월 17일(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열린 2010

김포세계인 큰잔치 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홍보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

행사에서는 식물검역 홍보동영상 및 UCC

상영을 통해 식물검역업무를 소개하고, 입·

출국 시 공, 항만에서 지켜야할 검역정보를

안내하였다.

국제우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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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북한산송이버섯수입검사완료

속초사무소는 ’10년 10월(월) 11일(화) 검사를

마지막으로 2010년 북한산 송이버섯 수입

검사를마무리하였다. 속초사무소는수입업체

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송이버섯 수입에

대비하였으며, 송이버섯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근무조를 운영하는 등

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였다. 이러한노력의

결실로 북한산 송이버섯 수입업체들을 대상

으로 한 식물검역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수입업체들이식물검역에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중국산배추검역현장촬영

금년일기불순및늦은장마등으로인한생산량

감소로 배추값이 폭등한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중국산배추가인천항을통해긴급수입

되었다. 이에’10년 10월 4일(월) KBS, MBC,

SBS 등 방송국 3사를 비롯하여 조선일보,

한겨레 등 6개 신문사에서 인천항의 배추

검역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검역 장면을 촬영

하고배추수입현황및검역방법등에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앞으로 중부지원은 중국산

배추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여 현장검사자 추가 배치, 현장검사

수량 증가 등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노력할예정이다.

2010 국경검역기관현장업무보고회개최

’10년 10월 7일(목) 중부지원회의실에서농림

수산식품부 유정복장관님을 모시고 2010년

국경 검역기관(식검, 수과원, 수검원) 현장

업무보고회를개최하였다. 업무보고시장관님은

안전한 농식품 공급시스템 정착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를 당부

속초사무소

중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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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배추·무 등 신선채소류의 원활한 통

관지원및검역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

식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 우리 농

산물 수출확대 지원을 말씀하셨다. 업무보고

후에는인천시중구에있는희창C&F 보세창

고를 방문하여 중국산 배추 검역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현장검사자들에게 철저한 검

역을실시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과천중앙고등학교학생식물검역

현장체험실시

’10년 10월 14일(목) 중부지원은 식물검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과천중앙고등

학교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식물검역 업무

소개 후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실험실에서

병해충 정밀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 및 곡류

선박 승선 등을 통해 식물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인지도 조사 결과

일부 학생은 해외여행시 홍보물 등을 통해

식물검역을 접한 적이 있으나 대다수의 학생

들은 식물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없어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해 식물검역에 대한

대국민홍보가필요함을다시한번확인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전작과직원방문

’10년 10월 19일(화)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직원(12명)이 중부지원을 방문하여 식물검역

업무소개, 홍보동영상 시청, 병해충 실험실

견학, 수입식물 보세창고 및 인천항 식물검역

현장을방문하였다. 방문자들은식물검역원의

조직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산 채소류 품질

확인 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겠다고 하였다. 중부지원은

앞으로도 이런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타기관의업무및정보를공유하고식물

검역에대한홍보를계속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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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쌀연구회원

『식물검역현장체험』실시

평택사무소는’10년9월 15일(수), 충남예산군

기능성 쌀을 연구하는 농업인 45명을 대상

으로『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은 식물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고

평택항으로 수입되는 바나나, 냉동고추, 참깨

등을검사하는보세창고를견학하였으며이번

기회로수입농산물보다더욱품질이우수하고

경쟁력있는기능성쌀생산에매진할것이라

고다짐하고소중한시간을가지게해준평택

사무소에고마움을나타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식물검역홍보

평택사무소는추석명절을맞아제수용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0년 8월

30일(월) ~ 9월 17일(3주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9월 14일에는 평택항국제여객

터미널을이용하는해외여행객및소무역상을

대상으로식물검역을알리는홍보활동을하였다.

홍보활동으로 옥외 현수막 설치, 전광판 및

홍보용기념품을나누어주었으며휴대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원에 신고하고

생과일, 열매채소류, 흙부착 식물은 반입을

자제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대미수출배검역지원

평택사무소는 ’10년 10월 4일(월)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선과장에서 미국검역관

(Ronald Tsunezumi)과 함께 미국으로 수출

하는 배의 선과검사를 시작하였다. 선과검사

는 11월 30일까지 검사할 계획이며 수출대상

배는 재배지검사에서 합격된 42농가 63ha에

서 생산된 배를 수출하게 된다. 올 해의 수출

계획량은 500톤이며, 10월 23일 현재 선과된

수량은 135톤으로 이 중 55톤을 수출하였다.

평택사무소는 토요일에도 검역관을 배치하여

우리농산물이원활히수출될수있도록적극

지원하고있다.

평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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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배추등신선채소류특별검역

기간운영

평택사무소는 ’10년 10월 6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중국산 배추·무의 긴급 수입에

따른신속한통관을지원및외래병해충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였다.

또한10월8일에는박창용중부지원장이중국산

배추검역현장을방문하였으며중부지원검역

인력 1명을 지원하고 철저한 검역과 신속한

통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평택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는 11월

2일 현재 71건 2,524여 톤이며, 무는 20건

으로약685톤이다.

우리농산물수출적극지원

천안사무소는 ’10년 8월 19일(목)부터 대미

수출 천안, 아산, 논산 단지에서 대미 수출배

한미합동검사를 실시하여 1,845톤을 검사

하고1,223톤을미국으로수출하였으며토요일

에도검역관을배치하여우리농산물이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천안

사무소는 3개단지에서 12월 중순까지

약 3,300여톤을 검사할 예정이다.( ’09년

2,471톤수출)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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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아리작품전시회개최

영남지원에서는 ’10년 10월 28일 ~ 30일,

부산광역시지하철1호선연산동역사내행사장

에서“진균, 그마이크로세계및식물탐험대”

동아리 작품 30여종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

하였다. 특히이번전시회에서는일반인들에게

어렵고생소한진균류를예술적작품이미지로

승화하여 쉽게 어필함에 따라 식물검역에

대한뜨거운관심과흥미를유발시켰다.  

또한 전시기간 내 식물검역홍보 배너 설치,

리후렛 배부 및 부산지역 신문사(8개사)에

보도자료「곰팡이 사진, 식물표본 작품 구경

오세요」를 제공함으로서 대국민 홍보 효과를

창출하였고, 앞으로도전시작품들을활용하여

기관홍보를적극추진할예정이다.

부산항식물검역현장체험실시

영남지원에서는 ’10년 10월 28일 및 29일

두차례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이번체험행사는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

하는주부교실회원37명, 안동대학교식물의

학전공학과 교수 및 학생 28명 총 65명이

참여하였다.

현장체험 행사는 식물검역안내 동영상 시청,

수입식물 표본 및 병해충 소개, 실험실·화물

수입검사등생생한검역현장견학으로이루

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식물검역의 중요성 및

검역원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계기가되었다고하였다.

영남지원

해파리의유영(遊泳)

식물검역안내동영상시청

실험실종자류검사과정소개

수입식물검역현장견학

구미농업기술센터주부교실참가자

눈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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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초청교양학습실시

영남지원에서는 ’10년 9월 29일 16:00 ∼

18:00 부산 고려수지침학회 지회장 김채년

강사를 초청하여“고려수지침 : 서금요법”이

라는주제로특별강연을실시하였다

즐거운 일터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양 학습은 수지침 응급처방과 건강

관리방법에대한이론및실습과정으로이루

어졌으며 직원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것으로평가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검역기관합동홍보

영남지원은 ’10년 10월 28일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에서수의과학검역원, 수산품질검사원,

부산검역소 등 유관기관 직원 14명과 합동

홍보캠페인을실시하였다. 

부산항국경검역기관들은홍보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월 MOU를 체결하였

으며 이번 합동홍보는 해외여행객 및 소무역

상인등을대상으로홍보물배부및수입금지

식물에 관한 설명과 검역절차, 휴대 농산물

반입시주의사항등을중점안내하였다.

여행객들은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하고 귀국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수입금지 농산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에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크로스미팅실시

영남지원에서는즐거운일터만들기일환으로

직원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 증진과

협력문화를조성하기위해’10년 10월 14일∼

28일8차례에걸쳐크로스미팅을실시하였다.

티타임및야외도시락점심식사를통해수입

배추특별검역추진등에대한직원들의노고를

치하하고타부서간업무정보교류및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가졌다. 

야외점심식사와함께한
자유로운대화

부서간소통과
협력을위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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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목재열처리업간담회및협회창립

영남지원에서는’10년10월26일4층대회의실

에서 열처리업체 52개사 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처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처리업영남협회를창립하였다

이날행사에서는국제기준과조화된목재포장재

열처리소독방법과 무역·규제동향안내및

열처리업체 운영정보 시스템 활용법 교육,

그리고 업계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으며 열처리업 발전을 위한 영남협회가

창립되었다. 

이제는한가족이되다!!

지난 ’10년 10월 13일(수) 김해공항사무소

(소장박창일)는김해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47명을 대상으로 식물

검역홍보교육을실시하였다.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한국어를공부하고있는새신부

들은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검역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해외병해충 유입

사례 및 피해관련 자료를 영상 및 PT(프리젠

테이션)를 통해 실감하고, 수입가능 식물류에

대한 안내와 반입 시 주의사항, 입국 시 휴대

수입식물류신고방법에대하여설명받았다. 

참여자들은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공감하였고

자국의언어로된리후렛등을보면서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을 느낀다고

자신도이제김치와된장을잘먹는한국인이

라고뿌듯해했다.

이제는민족이라는벽을넘어세계인이하나의

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홍보교육이

이해와화합의장이되었다. 

경남하동옥종‘밤’미국으로처음수출

창원사무소에서는 ’10년 10월 11일 ~ 25일

2주간 3회에 걸쳐 하동 옥종면에서 생산된

밤 60여톤을 한·미 양국 검역관이 합동으로

수출검사 및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미국으로

처음수출하였다.

초대협회장인사 검역2과장축사

김해공항사무소

창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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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밤은 주로 중국

으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깐밤으로 가공된 후

일본으로 재수출되었으나, 미국 수출길로

국내유통가격의안정화를꾀할수있게되어

지역 밤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관련 수출업체에서도 현지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수출량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

라고밝혔다.

마산사무소가창원사무소로명칭변경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 밀양, 김해, 양산을

제외한 17개시·군의수출입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마산사무소’가 ’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출범에

따라’10년 9월 20일자로농식품부와그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창원사무소’로명칭변경되었다.

창원사무소(소장 이상헌)는 금번 사무소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보다 친절한 식물

검역서비스를실천해나가겠다고밝혔다. 

컨테이너상차 봉인번호확인



지원·사무소 소식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53

군산항국제여객선소상인간담회개최

호남지원에서는지난9월14일(화) 추석제수용

농산물특별검역기간운영과관련하여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C.I.Q. 사무실에서 군산항

국제여객선소상인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날간담회에는소상인회장송영수외20명이

참석하였으며, 특별검역기간 운영 및 휴대

수입식물 검사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

으며, 수입금지 품목등에 대한 문의 및 애로

사항에대해청취하는중요한자리가되었다.

제9회대한민국농업박람회

식물검역홍보성공리완료

’10년 10월 21일부터 31까지 11일동안나주시

산포면에 소재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우리원은

대회 기간중 식물검역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매일 2명씩검역관을배치하여관람객을대상

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과 휴대금지물품에

관한 식물검역홍보를 실시하여 관람객으로

부터좋은반응을얻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72만여명의

관람객을비롯한농어민과도시소비자가다녀

갔으며 농업의 가능성과 무한발전의 계기를

다지고국민이함께하는농업박람회가됐다고

밝혔다.

박람회기간중우리원홍보동아리에서홍보단

공연을 실시하였고, 박람회장을 찾은 초·

중·고 학생등을 대상으로 현미경 시연 등

다체로운 행사를 통해 대국민 식물검역

홍보를성공리에마무리하였다

외국인대상식물검역홍보실시

국립식물검역원 광양사무소(소장 안희동)는

11월 중 여수, 순천, 광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등) 110명을대상

으로우리원에서하는업무와“외국산농산물

이렇게가져오세요”라는설명회를가졌다.

호남지원

식물검역홍보부스 식물검역홍보

홍보단공연 학생대상현미경시연

광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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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설명회를통해국제우편물이나고국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온 휴대식물에 대한 식물

검역 절차와 과일, 곶감, 흙이 뭍은 식물,

호두, 살아있는 곤충 등이 우리나라로 반입할

수 없는 금지식물임을 인지 시켰고, 금지식물

이라도 설탕에 절이거나 말려서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하여 가지고 오면

문제가되지않는다는사실도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놀라며

주의사항에 귀 기울이는 등 큰 호응을 나타

내기도했다. 

국립식물검역원 광양사무소는 분기 1회 이상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찾아가설명회를갖고식물검역에대한이해를

돕고이들이우리나라에잘적응할수있도록

최선을다할계획이다.

기관방문행사실시

즐거운일터만들기일환으로각기관간일하는

방식과 수행업무를 통해 상호 협력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기관방문 행사를 실시하여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충남지원외 3개기관이

제주지원을방문하였다

기관업무 소개, 식물검역 홍보동영상시청,

식물검역 홍보관, 병해충 분류동정실, 표본실

견학을 통하여 식물검역 업무와 중요성을

알리고, 방문한 직원 상호간이 대화와 토론

으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10년산제주산감귤EU(영국) 

첫수출선적

감귤수출연구사업단에서 ’10년 10월 22일

올해산 노지감귤 19.6톤 EU(영국)에 첫 수출

선적하였다.

감귤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감귤수출다변화를

위하여 2009년 수출(37톤)을 시작으로 올해

300 ~ 500톤EU(영국)으로수출할계획이며,

제주지원

순천대학교국제교류어학원외국인유학생대상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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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 선적을 기념하기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위미농협 유통센터에서

지원장및지역농협조합장, 농업인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U(영국)수출 경과보고 및

기념식을가졌다.

검역관역량강화를위한내부전문가

초청교육실시

’10년 9월 2회에걸쳐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예찰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검역관 역량강화를

위해 내부전문가 (중부격리재배관리소 :

이흥식, 중부지원: 박영미)를초청하여교육을

실시하였다.

외래병해충 유입경로, 예찰트랩 채집해충

종류, 금지해충및유사해충특징, 외래병해충

유입시대응, 나비목과별특징및동정방법,

나방류 표본 정리방법등에 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직원들을위한

「농림가족행복충전소」제작

제주지원에서는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세계

자연유산 제주 방문을 보다 즐겁고, 편하게,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관광

여행사, 관광지, 숙박시설 등의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농림가족행복충전소”이용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책자에는제주여행정보사이트및제주의

아름다운 숲길, 곶자왈, 올레길 안내 등이

수록되어있어제주여행이농식품부가족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저렴하게 관광을 즐길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휴업체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주는WIN-WIN 효과를볼수있다. 

※“농림가족행복충전소”이용안내: 홈페이지

- 제이엔제이클럽(http://jnjclub.com) 



저자 : 박 칼 린

달 | 2010년 11월 | 12,000원

책소개

〈남자의자격〉합창단을이끈지휘자박칼린

20년이넘도록한국뮤지컬을지켜온그의삶이야기가지금, 여기 펼쳐진다

〈명성황후〉〈사운드오브뮤직〉〈시카고〉〈렌트〉〈아이다〉〈노틀담의 곱추〉

〈미녀와 야수〉등 국내 유명 뮤지컬의 음악감독을 맡아오면서 지난 20년간

한국뮤지컬계를이끌어온박칼린. KBS 〈남자의자격〉합창단지휘를맡아오합지졸의합창단을진심

어린사랑과믿음의리더십으로이끌며시청자들에게감동의하모니를들려주었던그가자신의삶이야

기보따리를푼다. 

'마녀'라는별명으로불리면서도특유의부드러운카리스마로단원들을하나로뭉치게한그는TV프로

그램하나로갑자기유명해진신데렐라가아니다. 그는20여년간한국뮤지컬을개척하고지켜온최고

의음악감독이다. 이책은그가지난3년간스스로유년, 음악, 사랑, 일상, 여행이야기를기록한것이

다. 외모만큼이나남다른그녀의성장배경과같은삶의단편들에서부터삶이터전으로삼아온뮤지컬

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뮤지컬에 대한 철학과 그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긍정적인태도들에대한이야기등카메라뒤진짜박칼린의모습을담은책이다. 

"I 믿(meet) YOU"(나는 너를 믿는다) 남자의 자격 합창단이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하는 단원들에게

그가한말이다. 그가보여준사랑과믿음의리더십은방송용으로, 하루아침에만들어진것이아니다.

뮤지컬계에서, 그의삶에서겪은많은일들을통해지금의그다운모습을가지게된것이리라. 일기처럼

적어 내려간 소소한 일상과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왜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리더가

될수밖에없는지알게될것이다. 

저 자 - 박칼린 / Kolleen Park

2010년 가을 대한민국에서가장많은관심을받고있는단한사람. 미국인 어머니와한국인아버지사이에서태어난

박칼린은 어린 시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음악을 공부하고 세상을 넓고 자유롭게 공부했다. 그러던 중 경남여고

연극부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뮤지컬과 연을 맺었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수학하고 서울대 대학원 국악작곡학을

전공했다. 그후〈명성황후〉의 음악감독을 시작으로〈사운드오브뮤직〉〈페임〉〈시카고〉〈렌트〉〈아이다〉〈노틀담의 곱추〉

〈미녀와 야수〉〈틱,틱…붐!〉등의 뮤지컬 음악을 담당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았던 그녀는 인생이란 여행의 연속

이라 생각하며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찾는 도전,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열정으로 살고 있다. 현재, 음악감독은

물론연출가로또다른도전을시작했으며호원대학교뮤지컬과교수로재임중이다.

작가한마디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그 무엇은 자기 삶의 표현법을 뿐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무엇

이든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하다. 할 거라면, 살 거라면 가장 뜨거운 곳 그 한가운데에서 가장 뜨겁게 사는

것이중요한게아닐까. 적어도 나는그렇다. 밋밋하게죽으러살바에야활활타오르고싶다.”

- 그냥:) : Just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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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 (’10. 1 - 11월)

’10년 1월부터 11월 중수입식물에서검출된

병해충은 총 570종 8,697건이었고 규제

병해충은 180종(32%) 4,171건(48%)이

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92종(34%)

1,939건(22%), 비검역병해충은 198종(35%)

2,587건(30%)이었다.

규제병해충 180종 4,171건 중 해충이 153종

(85%) 3,981건(95%)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7종(15%) 186건(4%)이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3,902건 98%)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달팽이 40건, 선충 22건, 응애

17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91건, 세균 38건, 진균 33건, 잡초 28건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192종 1,939건 중 해충이

183종(95%) 1,923건(99%)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병은 9종(5%) 16건(1%)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778건 92%)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53건, 달팽이

61건, 응애 3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만16건이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198종2,587건중해충이144종

(73%) 1,943건(75%)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54종(27%) 644건(25%)이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819건 94%)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선충115건, 응애6건, 달팽이3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600건, 잡초

15건이검출되었다.

구 분
병해충 총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570 8,697 180 4,171 192 1,939 198 2,587

해

충

소 계 480 7,847 153 3,981 183 1,923 144 1,943

곤 충 류 411 7,499 135 3,902 160 1,778 116 1,819

응 애 류 13 54 5 17 5 31 3 6

선 충 류 39 190 10 22 6 53 23 115

달팽이류 17 104 3 40 12 61 2 3

병

소 계 90 850 27 190 9 16 54 644

진 균 60 649 9 33 9 16 42 600

세 균 1 38 1 38

바이러스 16 120 15 91 1 29

잡 초 13 43 2 28 11 15



검역자료

58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2010. 1. 1. ∼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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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0,637 3,483,504 97 36193 60,118 96,311 3

곡류,과실류 등 톤 23,691,143 20,807,673 114 1329964 3,426 1,333,390 6

수목류 천㎥ 5,289 5,146 103 3951 0.2 3,951.2 0

묘목,구근류 등 천개 22,756,558 19,727,584 115 5866 31,169 37,035 2

수

출

건수 건 69,827 70,671 98 14564 50 14,614 0

곡류,과실류 등 톤 216,967 264,588 82 2321 443 2,764 1

수목류 천㎥ 9 16 58 4 0 4 0

묘목,구근류 등 천개 195,415 158,320 123 877 8 885 5

수

입

건수 건 3,320,810 3,412,833 98 21629 60,068 81,697 2

곡류,과실류 등 톤 23,474,176 20,543,085 115 1327643 3,426 1,331,069 6

수목류 천㎥ 5,279 5,130 103 3947 0.2 3,947.2 0

묘목,구근류 등 천개 22,561,143 19,569,264 115 4989 31,169 36,15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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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2010. 1. 1. ∼ 11. 21.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 방제용 유용동물 등) 미포함

구 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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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

소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202,603 182,031 111 35,808 1,168 36,976

곡류,과실류 등 톤 23,668,813 20,787,286 113 1,329,958 3,199 1,333,157 6

수목류 천㎥ 5,289 5,146 102 3,951 0 3,951

묘목,구근류 등 천개 22,755,711 19,726,697 115 5,849 31,132 36,981 2

수

출

건수 건 50,949 51,105 99 14,558 38 14,596

곡류,과실류 등 톤 216,539 264,162 81 2,321 443 2,764 1

수목류 천㎥ 9 16 56 4 0 4

묘목,구근류 등 천개 194,983 158,095 123 877 8 885 5

수

입

건수 건 151,654 130,926 115 21,250 1,130 22,380

곡류,과실류 등 톤 23,452,274 20,523,124 114 1,327,638 2,756 1,330,394 6

수목류 천㎥ 5,279 5,130 102 3,947 0 3,947

묘목,구근류 등 천개 22,560,728 19,568,602 115 4,972 31,124 36,0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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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주요품목검역실적(화물)

2010. 1. 1. ∼ 11. 21.

식 물 명 단위
’10(A) ’09(B) 대비(A/B, %)

주요 상대국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수

출

배 kg 1,501 16,892 1,608 17,471 93 97 미국, 대만

파프리카 kg 3,662 14,156 3,371 15,612 109 91 일본

밤 kg 638 12,154 530 11,638 120 104 중구

팽이버섯 kg 1,361 10,952 1,670 9,531 81 115 중국, 미국, 캐나다

장미절화 개 508 16,669 496 13,776 102 121 일본

백합절화 개 878 9,757 850 9,796 103 100 일본

백미 kg 240 8,031 256 3,125 94 257 호주

사과 kg 642 4,523 761 5,065 84 89 대만

수

입

옥수수(사료용) kg 1,378 5,709,090 1,435 5,395,222 96 106 미국

바나나 kg 6896 298,192 5,270 228,789 131 130 필리핀

오렌지 kg 6,281 107,264 4,166 70,543 151 152 미국

파인애플 kg 1,812 52,982 1,472 47,632 123 111 필리핀

페스큐건초 kg 1,640 184,087 1,765 199,536 93 92 미국

냉동고추 kg 1,597 131,988 1,748 130,002 91 102 중국

당근 kg 1,989 70,429 1,632 64,742 122 109 중국

브로콜리 kg 1,093 6,216 596 2,911 183 214 중국

도라지 kg 1,069 9,531 1,159 11,672 92 82 중국

냉동마늘 kg 1,018 29,795 793 25,090 128 119 중국

대두박 kg 929 1,251,981 903 882,720 103 142 브라질

밀 kg 657 2,012,230 644 1,827,162 102 110 미국, 케나다

참깨 kg 582 70,185 565 60,354 103 116 중국

배추 kg 468 13,653 63 147 743 9,266 중국

생강 kg 316 5,967 465 9,288 68 6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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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소속 직 급(위) 성명 발령직급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현구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10. 9. 20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현익화 농업연구관
영남지원

조사분석과장
’10. 9. 20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이상헌 농업사무관 창원사무소장 ’10. 9. 20

중부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이만휘 농업사무관 사상사무소장 ’10. 9. 20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행정서기 정상미 행정주사보 운영지원과 ’10. 10. 5

제주지원 농업주사보 오시헌 농업주사 인천공항 검역2과 ’10. 10. 5

인천공항 검역1과 농업주사보 현영권 농업주사 국제우편사무소 ’10. 10. 5

검역기획과 농업주사보 손주용 농업주사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0. 10. 5

영남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보 백낙현 농업주사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10. 10. 5

방제과 농업서기 성보경 농업주사보 중부지원 ’10. 10. 5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농업서기 권상욱 농업주사보 영남지원 ’10. 10. 5

중부지원 검역2과 농업서기 박주용 농업주사보 영남지원 ’10. 10. 5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서기 홍면기 농업주사보 영남지원 ’10. 10. 5

검역기획과 전산주사보 전세기 전산주사 검역기획과 ’10. 10. 15

영남지원 검역2과 농업주사 안희동 농업사무관 광양사무소장 ’10. 10. 15

영남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보 류창석 농업주사 영남지원 검역2과 ’10. 10. 28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농업서기 김민경 농업주사보 영남지원 ’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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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이동

전 보

소 속 성 명 발 령 부 서 발 령 일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 신창호 방제과 ’10. 9. 20

인천공항 검역1과장 한상진 국제검역협력과 ’10. 9. 20

국제검역협력과 박백화 호남지원장 ’10. 9. 20

국제우편사무소장 이기병 위험평가과 ’10. 9. 20

인천공항 검역2과장 최명규 방제과 ’10. 9. 20

영남지원 운영지원과장 김형문 방제과 ’10. 9. 20

방제과 김흥두 인천공항 검역1과장 ’10. 9. 20

위험평가과 황의용 인천공항 검역2과장 ’10. 9. 20

영남지원 검역2과장 허만환 국제우편사무소장 ’10. 9. 20

영남지원 조사분석과장 김재두 영남지원 운영지원과장 ’10. 9. 20

창원사무소장 김문식 영남지원 검역2과장 ’10. 9. 20

광양사무소장 반재용 신선대사무소장 ’10. 9. 20

호남지원장 이춘진 무안공항사무소장 ’10. 9. 20

운영지원과 한기연 농식품부 ’10. 10. 1 전출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현우택 위험평가과 ’10. 10. 5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조태현 위험평가과 ’10. 10. 5

제주지원 전영수 위험평가과 ’10. 10. 5

인천공항 검역2과 김상일 방제과 ’10. 10. 5

중부지원 검역1과 권순일 인천공항 검역1과 ’10. 10. 5

인천공항 국제우편사무소 전창석 인천공항 검역2과 ’10. 10. 5

인천공항 검역1과 주용범 인천공항 검역2과 ’10. 10. 5

중부지원 검역2과 조선형 인천공항 검역2과 ’10. 10. 5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이동선 인천공항 검역2과 ’10. 10. 5

중부지원 검역2과 이한진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10. 10. 5

인천공항 검역2과 우창남 인천공항 국제우편사무소 ’10. 10. 5

위험평가과 이인환 중부지원 검역1과 ’10. 10. 5

방제과 손순명 중부지원 검역1과 ’10. 10. 5

중부지원 검역2과 이현호 중부지원 검역1과 ’10. 10. 5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천성호 중부지원 검역1과 ’10. 10. 5



원내동정 /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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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검역2과 문덕기 중부지원 검역2과 ’10. 10. 5

인천공항 검역2과 문영미 중부지원 검역2과 ’10. 10. 5

위험평가과 문광옥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0. 10. 5

영남지원 검역2과 박인영 영남지원 검역1과 ’10. 10. 5

자성대사무소장 박흥성 영남지원 검역1과 ’10. 10. 5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이용현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0. 10. 5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곽병택 자성대사무소장 ’10. 10. 5

영남지원 검역2과 이종섭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10. 10. 5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박무준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10. 10. 5

영남지원 검역1과 박정현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10. 10. 5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김상욱 영남지원 창원사무소 ’10. 10. 5

영남지원 검역1과 이수환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10. 10. 5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김세준 호남지원 ’10. 10. 5

무안공항사무소장 이봉삼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10. 10. 5

인천공항 검역2과 강병효 제주지원 ’10. 10. 5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김범준 제주지원 ’10. 10. 5

제주지원 고길보 제주지원 공항사무소 ’10. 10. 5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이예희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10. 10. 5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김인수 중부격리재배관리소 ’10. 10. 5

검역기획과 이경석 방제과 ’10. 10. 5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김경원 검역기획과 ’10. 10. 5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신종갑 검역기획과 ’10. 10. 5

영남지원 창원사무소 예미지 위험평가과 ’10. 10. 5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이승준 인천공항지원 ’10. 10. 5

호남지원 김진우 인천공항지원 ’10. 10. 5

위험평가과 복옥규 중부지원 ’10. 10. 5

인천공항 검역2과 주양희 중부지원 ’10. 10. 5

인천공항 검역2과 고승학 제주지원 ’10. 10. 5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조동훈 방제과 ’10. 10. 5

검역기획과 서윤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 10. 15 전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송정미 방제과 ’10. 10. 15 전입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진희 인천공항지원 ’10. 10. 15 전입



다양한 색상의 떡은 주로 멥쌀이나 찹쌀, 또는 다른 곡식을 쪄서 찧거나 가루 내어 쪄서 빚어 만든 음식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쌀을 주재료로 사용하지만 감자 전분이나 기타 곡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맛과 모양을 더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부재료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중심

으로 쌀을 주식으로 먹는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관혼상제 같은 잔치나 축제 행사에

떡을 많이 지어 먹는다.

장독대에 놓인 떡 시루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곡물을 맷돌에 갈아 시루에 쪄 먹었다. 즉 주식으로

밥보다 떡을 먼저 먹었다. 한국에서는 원삼국 시대에 사용된 토기에 시루가 발견되었는데 솥이 발명되기

전에는 시루로 떡을 쪄 주식으로 먹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삼국시대 솥이 개발 되면서 떡은 주식의

자리를 밥에 넘겨 주었으나 제사를 지낼 때에는 계속 사용이 되었다. 농경 전에는 제사음식으로 가축을

잡아 사용을 했지만 농경이 시작한 후에는 노동력인 가축 대신에 떡을 사용하였다. 백설기와 시루떡은

한국의 유교식 제상이나 샤머니즘의 굿상에 중요한 제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아주 많은 종류의 떡이 있다. 크게 만드는 방법으로 나누면 네 가지 종류가

되는데, 시루떡과 같은 찐 떡, 인절미와 같은 친 떡, 진달래 화전같은 지진 떡, 경단과 같은 삶은 떡이다.

멥쌀로 긴 원통형으로 뽑아 만든 가래떡, 쌀가루를 시루에 쪄서 만든 시루떡, 찹쌀로 만든 찹쌀떡, 감가

루를 넣은 감떡, 무지개 색으로 다채로운 색 층으로 만든 무지개떡, 반달 모양으로 속에 소를 넣어 만든

송편, 찹쌀떡에 고물을 묻혀 만든 인절미, 쑥을 넣은 쑥떡, 밀, 보리 등의 잡곡의 겨, 찌끼를 버무려서

만든 개떡 등이 있다. 가래떡은 설날 때 떡국에 넣어 먹고 송편은 추석 때 많이 빚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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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떡

작은 시루떡시루떡은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고사에 많이 쓰이는데 쌀을 곱게 가루를 내어 물에

반죽하여 체로 곱게 치고, 시루에 쌀가루와 팥고물을 켜켜로 놓아 안친 후, 시루 밑바닥과

맞물리는 시루 아랫 고리에 물을 붓고 김이 세지 않도록 밀가루로 시루번을 붙인다. 김이 오를

때까지 쪄내다 고사상에 올려 놓을 때는 시루 채 가장 중앙에 올려 놓는다.

• 친 떡

치는 떡으로 떡살에 갖은 문양을 새긴 절편을 만들기도 하는데, 떡살은 나무나 사기로 만들어 꽃

문양, 줄무늬, 길상 문양을 새기는 데 사용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무늬들이 나타난다. 단오에 만

드는 찰수리치절편은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을 찍어 장수를 기원하였다. 섣달 그믐날 마당에서

떡을 치는 소리와 냄새는 새해를 알리는 모습이다.

• 화 전

화전은 기름에 지진 떡을 말하는데 진달래꽃, 배꽃, 국화꽃 등을 전병에 올려 놓고 지진다. 3월

삼짇날에 들판에서 화전을 만들어 먹는 화전놀이가 많았는데,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여자들이

봄 나들이를 할 수 있던 기회였다. 번철과 찹쌀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다.

• 경 단

경단은 찹쌀 가루를 반죽하여 밤톨만한 구를 만들어 끓는 물에 삶아 낸 다음 고물을 묻혀 만드

는데 반죽에 쑥을 넣기도 하고 고물로 꿀과 콩가루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고물로 계핏가루, 깨,

잣, 팥, 석이채, 대추채, 밤채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돌이나 혼인과 같은 잔치 때 많이 먹고,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아 부드럽다. 이바지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고물로 예쁘게

색을 내기 쉽기 때문이다. 돌상에는 찰수수 경단에 팥고물을 묻힌 수수경단을 올려놓고 악귀를

물리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떡과 비슷한 음식은 쌀, 그 중에서도 찰기가 많은 쌀을 선호해서, 주식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공히 일반적이다.

중국어에는 예로부터 밀가루나 쌀가루 등 다양한 곡식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폭넓게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빙과 가오가 바로 그것이다. 빙은 주로 납작하게 굽거나 지진 떡 종류를 가리키고 가오는

찧거나 찐 떡 종류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 한국의 떡과 제일 유사한 음식은 니엔가오를 들 수 있는데 이

음식은 찹쌀을 주재료로 하고 중국 설날에 즐겨 먹는다. 그밖에도 달 모양으로 둥글고 납작하게 만드는

월병은 중국 추석 때 즐겨 먹는다. 단오에는‘중쯔’라는 찹쌀에 대추, 밤, 고기 등을 넣어 댓잎이나 갈잎에

싸서 쪄낸 떡을 먹는다.

일본에는 한국의 떡과 비슷한 음식으로 모찌이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찹쌀을 이용해서 만든다. 일본에도

다양한 종류의 모치가 있다. 둥글게 경단처럼 만든 모치를 단고라고 부른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떡국

처럼 1월 1일 신년 첫 날 모치를 넣어서 만든 조니라는 일본 전통 떡국을 먹는다. 일본에서 떡은 헤이안

시대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떡이 복을 담고 있다고 여겨 제사 음식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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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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gshin@korea.kr), FAX 신청 :  031-420-7604

※자세한사항은국립식물검역원검역기획과(담당신종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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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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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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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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