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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포상안내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공무원의부패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율적인부패방지노력을확산시켜

나가기위해공익신고자포상금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식검훈령제118호)

신고대상부패행위

부패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부패행위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
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자체조사한결과사실로확인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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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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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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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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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하였으니많은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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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QS

고시개정

식물방역법제4조제2항, 제16조, 제18조, 제27조 동법시행령제6조, 동법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7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9조부터21조까지, 동법시행규칙제5조, 제6조의2 및제11조의규정에따라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20일

국립식물검역원

1.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8호(2010. 12. 20. 개정)

2. 한국산 온주밀감,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수출검역요령개정고시

-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1-1호(2011. 1. 10. 개정)

3. 한국산배생과실및뿌리없는접목선인장의이스라엘수출검역요령개정고시

-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1-2호(2011. 2. 8. 개정)

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8호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자료공간→법령&고시코너에서고시전문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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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개정고시 주요 내용

1. 개정사유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개선

◆과실류의 소독기준을 일부 추가하고, 목재포장재의 소독기준을 설정하여 국제기준과 조화

되게정비

◆곡류·목재류의 투약량 최소단위를 줄여 메칠브로마이드(MB) 과다 투약 방지하여 환경

오염물질감축및비용절감제고등에기여

2. 주요 내용

◆잡화류(볏짚, 왕겨, 분쇄물 등) 소독이행결과 확인 방법 추가(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제5호)

•현행최종가스농도확인이외부착해충이나공시충사멸여부확인방법을추가

◆투약후개방예정시간이전에천막파손등은재소독사유에해당되었으나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미달될것으로예상된경우에만재소독하고, 최저가스농도가지정된경우에

는그미만인경우만재소독(제9조제1항제1호)

◆법적근거가미약하거나과다한규제폐지(제12조의3 제4항폐지)

•행정처분을받은방제업체의시설, 장비에대한봉인조치조문을폐지

◆영업지역변경에따른훈증소독실시계획서제출폐지(제13조폐지)

•방제업신고제에따라영업지역제한이폐지되었으나신고지역이외의지역에서방제업

행위시사전에“훈증소독실시계획서”를제출토록하였으나이를폐지

◆소독실적보고를폐지하고정보시스템입력으로대체(제14조)

•검역용 약제 사용량, 소독실적 등을 지원장(사무소장)이 본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나

이를폐지하고, 방제업자도서면제출을생략

◆방제기술교육수료증만료일당해연도말까지연장(제30조)

•수료증유효기간은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으로하되, 교육여건등을감안, 만료당해연도

12월31일까지연장

•유효기간180일경과된자소독작업할수없는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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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자에대한농약안전사용기준등에대한교육신설(제31조)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식검원장은 방제업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교육을 실시

하도록신설

- 방제업자는방제협회장에게교육신청을하고, 협회장은교육대상자를확정한후식검

원장에게요청

- 요청을받은원장은1주일이내에농약안전사용기준등에대하여교육실시

◆훈증시설확인기간연장(제34조)

•훈증시설확인기간 10일에서 20일로연장, 48시간이상훈증제에대한기밀시험과현장

조사, 구조 및 설비확인, 가스보유력확인등안전확인과정확도를기하기위하여기일

연장이불가피

◆컨테이너훈증시설유효기간연장(제35조) 및일부시설설비감면(별표6)

•기존1년에서2년으로연장, 컨테이너시설의경우기화기는방제업자장비활용이가능한

경우갖추지않아도가능토록함

◆훈증소독위해방지를위하여수출입자및하역업자책임성강화(별표1)

•수출입자 등은 작업자가 하역이나 출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독감시원 등으로부터

안전여부를확인받은후에할수있도록조치(안전허용농도이하에서만작업)

◆별지서식정비

•제2호서식문구정리

•제3호서식(중간가스농도측정이불가능한야간시간대의측정방법개선)

- 밀폐및가스누출여부등확인결과이상이없는경우30분, 2, 12시간대측정생략

- 출입통제등의사유로정해진시간에측정하지못한경우±4시간범위내측정가능

•제9호서식, 자격요건에맞게수정(전공, 자격증등)

•제10호서식, 주민번호기재생략하고생년월일로대체

•제19호서식의시설소재지, 제21호서식의유효기간추가

◆별책소독처리기준정비

•블랙베리·블루베리 과실류 소독기준을 설정하고, 멜론·수박의 일정시간대별 투약 후

최저가스농도를설정하며, 목재포장재소독기준을추가

•목재류더미크기조정으로신속한소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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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류더미크기를2,000㎥이하로적재하여야하지만

- 다른작업에지장이없고, 바닥이아스팔트등의지반으로양호하며, 가스누출, 붕괴위험

등 위해방지 및 소독효과에 방제기술자가 수입자 등의 확인을 받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경우조정가능

◆목재류·곡류투약량최소단위조정(별책소독처리기준T300, T400)

•투약량최소단위를500g에서100g 조정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감귤,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생과실및분재류의미국수출검역요령(국립식물

검역원고시제2010-13호, 2010.9.1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1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한국산온주밀감,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 파프리카생과실및

분재류의미국수출검역요령개정고시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1-1호

1. 개정이유

◆미국 식물검역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전지역으로수출이가능해짐에따라, 완화된조건으로미국으로온주밀감을수출하는데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또한 국산 후지사과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식물검역요건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한 미 식물검역 당국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동

사항을개정고시하여수출검역업무처리의신속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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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제1장감귤생과실의수출검역요령(알래스카주)>

가. 제목을“온주밀감생과실의수출검역요령”으로수정

나. 수출지역을“알래스카주”에서“미국전지역(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및버진군도제외)”으로수정

다. “감귤”을“온주밀감”으로수정

라. 미국의관심대상병해충목록추가

마. 선과장요건및등록절차추가

바. 과실침지소독요건추가

사. 식물위생증명서에“과실침지소독사항”및“검사결과오렌지더뎅이병이발견되지않았음”

을부기하도록수정

아. 대미수출용선과장등록관련양식추가

<제2장감귤생과실의수출검역요령(45개주)> : 삭제

<제4장후지사과생과실의수출검역요령>

가. 수출에참여할과수원및선과장의요건추가

나. 저온처리및메칠브로마이드훈증시설요건, 승인절차및처리절차추가

다. 미국현지검역관초청절차추가

라. 수출선과, 포장방법, 수출검사및증명서발급절차추가

마. 대미수출용후지사과에대한미측우려병해충목록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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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완화되는접목선인장이스라엘수출검역주요요건

◆등록양묘장과포장(packing) 및소독장소가분리된경우에도수출이가능하도록별도포장및

소독장소등록인정

◆전년도에이어수출을계속할경우서류갱신절차면제

◆살충제침지농도완화(이미다클로프리드0.05% →0.015%)

◆침지소독시검역관입회를면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한국산배생과실및뿌리없는접목선인장의이스라엘수출검역요령개정고시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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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2010년도

농산물 수입 검역건수(화물기준)는 총 16만

8천461건으로 '09년 14만5천621건 보다

16% 증가하였고, 수출 검역건수는 총 5만

8천049건으로 '09년 5만8천721건에 비해

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수입식물검역실적이증가한것은작년여름철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국내 신선채소류의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오렌지, 바나나 등 과일의 수입도 크게 증가

하였기때문이다.

○화훼류(46%), 과실류(28%), 채소류(24%)

등이주로증가한가운데개별품목별로는

양배추(128배), 배추(93배), 대파(82배),

무(7배), 상추(317%), 마늘(133%), 오렌지

(52%), 바나나(32%), 파인애플(11%) 등이

크게늘었다.

□수출식물 검역실적이 감소한 것은 이상기후

로 인한 채소류 작황부진으로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의 신선채소류 생산량이 크게 감소

하였기때문이다.

○주요품목별로배추(64%), 양파(58%), 마늘

(55%), 양배추(52%), 감귤(39%), 단감

(26%), 사과(20%) 감소한 반면, 백미

(135%), 양배추종자(95%), 카네이션절화

(61%), 새송이버섯(33%), 국화절화(27%)는

수출이증가하였다.

○주요 수출국(품목)으로는 일본(절화류,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중국(심비디움묘,

밤, 팽이버섯, 양배추종자), 대만(사과, 배,

배추, 양파), 미국(배, 새송이버섯, 밤,

심비디움묘), 캐나다(배, 단감), 호주

(백미), 러시아(감귤) 등이있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되어

폐기·반송되거나 소독 처분된 건수는 총

2만4천399건으로 전체 수입검역 건수의

14.5%를차지했다.

○이는 ’09년 처분건수(2만2천788건)보다

1% 감소된 것으로 수출국에서 사전소독

조치하는 등 고품질 식물류 수입이 증가

되었기때문이다.

□수입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은 총 605종

9,688건으로 ’09년(665종 10,885건)보다

각각 9%, 11% 감소하였으며 32종의

병해충은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

되었다.

검역소식

2010년농산물수입검역은늘고수출은줄어

- '09년대비수입16% 증가, 수출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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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역검원은 우리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금년에포도(호주·뉴질랜드), 파프리카

(중국·필리핀), 토마토(베트남) 등 7개국에

6개 품목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협상을

추진하는한편,

○수출 상대국의 검역병해충 진단기법 및

효과적인관리방법개발등수출검역기반

마련을위해금년에12억원등향후4년간

69억원을투입한다.

□또한, 수입식물품목이다변화되고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해외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의 관리체계를 개선

하고병해충별방제프로그램마련, 외래병해충

역학조사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예찰·방제

활동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원장 박영훈)과 공동으로 수출입

식물류 검사에서 검출되는 해충의 신속한

분류동정이 가능한“가루깍지벌레 판별용

유전자칩(PNA Chip)”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PNA(Peptide Nucleic Acid)란 DNA의

당과 인산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대체한 DNA 유사체로서, DNA Chip

보다 장기간(2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며,

실온에서도성능이유지될뿐아니라검출

감도가 우수하여 검역현장에서 사용하는

데편리한점이있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생물종에 대한

DNA바코딩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수출검역

현장에서 자주 검출되는 가루깍지벌레류의

동정을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PNA

Chip을 개발함으로써국산과수의수출검역

을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되었다.

□이번 가루깍지벌레에 대한 PNA Chip 개발

로 학문적으로는 그 동안 전세계적으로 분자

생물학적인 동정이 어렵다고 알려진 가루깍

지벌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경제

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수출검사 시 검출된

해충의 동정시간 지연에 따른 손실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산업적으로는 생물학적

인프라 연구결과를 실용화하여 새로운 시장

을창출할수있게되었다.

□국립식물검역원은“가루깍지벌레류 판별용

PNA Chip”개발외에도“복숭아심식나방

유충 판별을 위한 간이진단 Kit 개발”등

우리농산물수출확대및수출검역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민관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상대국의 우려병해충

조사 및 관리방법 개발 등 우리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수출입식물의해충판별용유전자Chip 개발

- 가루깍지벌레동정을위한PNA Chip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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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 「우량종자ㆍ묘목류수입을위한표준화된

검역검사법」마련시행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외래병원체의

주요유입경로가되는종자·묘목류의병원체

감염여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표준

화된 실험실 정밀검사방법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본 검사법은 식물체내에 잠복하고 있어

육안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등의

병원체의감염여부를분자생물학적검사,

혈청학적 검사, 지표식물 검사 등의 첨단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그방법과절차를구체화하고있으며, 

- 특히, 종자의 경우, 수입자가 종자를

통해 전염하는 검역병원체의 감염여부

를사전에자체적으로검사할수있도록

종자전염이이루어지는품목과병원체

및해당병원체의분포국가를제시하고,

각 병원체별 검사방법과 검사방법별

세부절차를정하고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표준화된 정밀검사법이

마련됨으로써 수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술

전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입자

가 이 검사법에 따라 수입 전에 사전 검사를

하고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것만을

수입할경우, 종자와묘목을통한병원체의

유입 차단은 물론 폐기·반송 등의 검역

조치로인한수입자의경제적부담도크게

줄일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앞으로도 국립식물검역원은 식물검역기술

개발사업을통해서병해충진단기술의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외국과의 기술교류도 활발히

하여 표준화된 신속·정확한 첨단검사법을

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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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설을 맞아

제수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보고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1.11.∼2.1.까지 3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수입되는 제수용품

(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역을 실시하며, 병해충 부착

위험도가 낮은 농산물은 서류검사 등을 통해

신속한통관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자체 특별단속팀을활용, 수입된 제수용

농산물의 보관창고, 판매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여 식물방역법 위반행위도

철저히단속할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식물류를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검사를받을것을당부하였다

설제수용수입농산물특별검역실시

- 국립식물검역원, ’11. 1. 11 ∼2. 1, 특별검역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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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방법연구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서 수 정
suhsj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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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및목표

1. 연구배경

가. 지난 14년간 수입 식물류에서 검출된 가루깍지벌레과(Pseudococcidae, mealybugs)는

13,706건(1%)으로써 검역적으로 검출빈도가 높은 그룹이며, 이 중 검역해충*은 13,385건

(98%)이검출되었음(표1)

표 1. 가루깍지벌레과검출실적 (자료: PIS)

* : 가루깍지벌레과관리해충지정종수: 71종

나. 또한, 2009년 현재까지 검출된 가루깍지벌레과 종수는 44종이며, 이 중 Dysmicoccus

neobrevipes Beardsley (7,948건), Dysmicoccus brevipes (Cockerell) (4,394건) 및

Pseudococcus longispinus (Targioni-Tozzetti) (733건) 3종이95%를차지하고있음. 가루

깍지벌레과가검출되는품목은바나나와파인애플의특정품목에치중되어있음

다. 작물에직·간접적영향(피해)을 주는가루깍지벌레과암컷의경우이동이가능하므로산란

기를제외한나머지발육기간(1령~4령충) 내내활발히움직일수있으므로국내우연히침입

시정착할가능성이높음

- 미국의경우 1993~4년에카리브해지역에서침입한Maconellicoccus hirsutus 가루깍지

벌레 때문에 많은 방제비용이 소요되었으면서 최근 생물학적 방제법을 개발하여(비용 :

$2,500,000), 2003년부터 국내방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Meyerdirk,

D.E., USDA)

라. 최근 Williams(2005)는 침입시심각한해충이될수있는검역적으로중요한가루깍지벌레

과 40여종을 보고하였으며, 이 중 10여종은 이미 우리 검역현장에서도 검출된 기록이 있음

(표2)

표 2. 검역적으로중요한가루깍지벌레과종검출실적
(자료: PIS)

구분
검역실적
(화물)

합계 검역 잠정규제 비검역

횟수 종수 횟수 종수 회수 종수 회수 종수

’96 ~ ’09 1,394,795건 13,706건 44종 13,385건 26종 253건 15종 68건 3종

학 명 검출건수 학 명 검출건수

Dysmicoccus neobrevipes 7,948건 Palmicultor palmarum 7건

Dysmicoccus brevipes 4,394건 Maconellicoccus hirsutus 4건

Pseudococcus longispinus 733건 Planococcus lilacinus 2건

Planococcus citri (국내분포) 42건 Pseudococcus cryptus (국내분포) 2건

Phenacoccus solani 10건 Nipaecoccus viridis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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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따라서지난 14년간검역현장에서검출

된 종 및 관리해충으로 지정된 종 중심

으로검역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가루

깍지벌레과에 대한 동정방법 작성이

필요함

2. 목표

가. 검역적으로 중요한 가루깍지벌레과의

동정방법작성

나. 검역해충으로 지정된 가루깍지벌레과

종재검토

Ⅱ. 재료및방법

1. 각 지소별 검역현장에서 검출된 가루
깍지벌레과 소장표본

가. 가루깍지벌레 소장표본 점수: 1,248점

(’09.12.)

2. 방법

가. 지소별소장표본수집, 채집시료및문헌

검색

(1) 소장슬라이드표본재제작(remounting)

(2) 채집된 시료의 슬라이드표본, 건조

표본제작

(3) 동정관련문헌, 인터넷정보수집

나. 동정및목록정리

(1) 검색표, 기재문(description)을 수집

하여슬라이드표본동정

(2) 필요시국내외전문가에게동정자문

다. 검색및동정을위한검색표작성

(1) 국가별/품목별검출된가루깍지벌레과

종정리

(2) 검역현장에서 검출된 종, 검역해충

으로지정된종,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입항지에서 검출된 종 정보 및

최근 이슈가 되는 종 등을 활용하여

검역적으로 중요한 가루깍지벌레과

종선발

(3) 검역적으로 중요한 가루깍지벌레과

74여종검색표작성

마. 또한가루깍지벌레과는식물검역정보시스템(PIS)에대한정보조회가높은그룹이지만, 검역

현장에서 피드백없이 지속적으로 정보만 입력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검출 및

동정에동자료를활용하고있음(표3)

표 3. PIS에서 발견된오류예시
(자료: PIS)

PIS 오류 예 시

- 과·속수준 동정 Planococcus sp. (128건) 등 195건

- 타당하지 않는 학명 Palmicultor palmarus, Plaococcus longispius

- 오동정 Pseudococcus elisae (오동정) → P. baliteus (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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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및고찰

1. 결과

가. 수입과실·묘목류에서검출된가루깍지벌레종목록작성

품 목

검출
표본
동정
결과

품 목

검출
표본
동정
결과

품 목

검출
표본
동정
결과

품 목

검출
표본
동정
결과

품 목

검출
표본
동정
결과

감나무 3종 드리세나묘 6종 바나나 9종 여지 1종 파인애플 1종

귤나무 6종 디펜바키아묘 1종 바질 1종 대나무류 1종 판타누스묘 1종

고무나무 9종 람부탄 5종 복건차묘 1종 용안 1종 포도 3종

관음죽 2종 롱간 3종 석류 4종 월계수묘 1종 폴리시아스묘 7종

극락조화 1종 만년청 1종 쉐프레라묘 7종 유카묘 2종 필로덴드론묘 5종

꽃기린 2종 망고 3종 슈가애플 6종 익소라묘 2종 협죽도묘 2종

다육식물 8종 망고스틴 4종 아데니움 1종 자스민묘 1종

더덕 1종 망그로브묘 1종 알로카시아묘 1종 크로톤묘 2종

두리안 2종 무늬물억새 1종 야자류 6종 키위 1종

나. 수입 과실·묘목류에서 검출 가능한

가루깍지벌레74종검색표작성

(별첨: 검역적으로중요한가루깍지벌레

과의동정방법작성)

(1) 검역해충, 검출종, 국내분포종 등

암컷성충형질을이용한검색표작성

(2) 검색표 이해를 위한 모식도 및 종별

사진자료(원기재문) 추가

다. 검역해충으로 지정된 가루깍지벌레과

종재검토

(1) 최신 정보로 종별 업데이트화 (기주,

분포, 육안적특징, 검출정보등)

라. 학회지논문투고

(1) 중국산 수입 묘목류에서 검출된 가루

깍지벌레과는 8속 13종이며(’00 ~

’09), 검역현장에서이들검출된종들의

정확한 동정을 위한 검색표 작성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9(2) : 163~166

(2010))

2. 고찰

가. 검출표본 재동정결과 수입 물량이 많은

바나나 및 파인애플에서 검출되는

Dysmicoccus brevipes 및 D.

neobrevipes가 전체 검출률의 99%를

차지함. 이외35종이1%를차지함

나. 이에 검역현장에서 검출된 37종과 검출

가능성 있는 가루깍지벌레과 검색 및

동정자료로활용할수있는74종의품목별

사진자료가첨부된검색표를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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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작성예시. 검역적으로중요한가루깍지벌레과의동정방법작성

검출가능한종검색표(암컷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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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키위 꽃가루 수입금지 및 인공
수분 금지 조치

○키위 수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입한 꽃가루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꽃가루에서 키위궤양병균( Psedumonas

syringae pv. actinidae )가검출됨에따라

뉴질랜드 농업부는 꽃가루 수입을 금지

하고, 인공수분도금지함

- 일본이나 칠레에서 수입한 꽃가루를

통해서 Psa가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인공수분금지로향후 3년간키위생산

자, 산업체, 정부에는약7500만달러의

손실이예상되지만, Psa의확산경로를

확인하고뉴질랜드벌을보호하기위해

이번조치를시행

- 키위 수분의 80% 이상을 벌에 의존하

기 때문에, Psa가 뉴질랜드 벌에도

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함

2. 칠레,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발견으로 5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

○칠레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 Lobesia

botrana : 관리병해충)이 트랩에서 발견

되어칠레농축산성(SAG)은 San Nicolas

등5개시를규제지역으로설정함을발표

- 방제를 위해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3km까지를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포도 송이 또는 줄기를 제거, 농약을

살포하고있음

- 동해충은유럽에서유래하였으며, 칠레

에서는 Linderos지방에서 2008년 4월

처음발견되었음

- 동 해충의 유충은 포도송이에서 직접

양분을섭취하고포도의부패와건조를

야기하여포도생산을감소시킴

3. 중국, 홍화강구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
에서 방제 조치 시행

○중국 귀주성 준의시 임업국은 홍화강구

금정산림지의소나무재선충발생지역에서

29.4ha, 4만 그루의소나무를벌채, 소각

하여소나무재선충병확산을방지

- 현재중국에서는 14개성 192개현에서

소나무재선충병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

홍화강구는 2009년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지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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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방법은

고사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으로,

홍화강구는소나무의뿌리를제거한후

삼나무를심을계획이라고함

4. 미국 농무부, 3개 주 감귤더뎅이병
(Sweet Orange Scab) 검역지역으로
설정

○미국 농무부 (APHIS)는 감귤더뎅이병원

균( Elsinoe australis ) 발견에따라루이

지아나, 미시시피, 텍사스주전체를검역

지역으로설정함

- APHIS는감귤류를생산하는다른주와

감귤류수출업자가이병으로인한피해

를보지않게하기위해이조치를시행

- APHIS는 2010년 7월에 3개주에서동

병이최초발생했음을확인하였음

- IPPC 기준에 의하면, 감귤더뎅이병원

균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치 가능한 방제 중인 병해충

으로간주됨

5. 호주 농림수산식품부(DAFF), 
중국산 사과 호주 수출 승인

○중국 질검총국은 호주 농림수산식품부와

중국산사과의대호주수출권획득에합의

를도출하였음. 

- 2010년 중국과 호주 양국은 과수원과

선과장의 등록관리, 유해생물 예찰과

방제등수출요건에대해협상을진행한

결과, 중국산사과의대호주수출식물

검역의정서에합의하였음. 

- 최근 호주 식물검역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하여사과의대호주수출식물검역의

정서 이행상황을 현지 조사하였으며,

중국식물검역관리상황에대해만족감을

표시하였음. 

- 이에 따라 호주 측은 하북성, 산동성,

산서성, 섬서성 등 중국 북방지역의

사과가저온처리없이직접호주로수출

하는데동의하였음

6. 뉴질랜드, 항구에 도착하는 빈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뉴질랜드농림부(MAF)는 모든국가로부터

빈컨테이너의입항요건이개정되었음을

발표

- 본 요건은 입항 전에 해운 회사가 빈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입항 전 12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시에는컨테이너검역을실시

- 해운회사가제공한정보는입항전검역

대상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이동을최소화하는데사용

- 빈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입항지에서 컨테이너가

정체되고이동이지연될가능성이있기에

시험적으로 2010년 12월에모든항에서

빈컨테이너의5%를검역을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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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아감귤나무
이(Asian citrus psyllid) 발견

○미국 캘리포니아주 Ventura 카운티의 귤

과수원에 설치된 트랩에서 아시아감귤나

무이(Asian citrus psyllid : Diaphorina

citri Kuwayama )가발견됨

- 아시아감귤나무이는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disease)의매개충으로, 감귤

류는동해충과병에감수성임

- 캘리포니아주 농업국은 이 지역으로

부터기주식물묘목의이동을금지하며,

감귤을 이 검역지역 밖으로 이동하기

전에 잎과 줄기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 또한캘리포니아주농업국은귤과수원

에서 동 해충의 추가적 검출을 위해

귤연구위원회와협력하고있음

- 동해충과병은루이지애나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도존재함

8. 미국 APHIS, Maine주 3개 카운티를
매미나방 검역지역으로 추가 확대

○미국 APHIS(동식물검역청)는 Maine주

Penobscot 등 3개 카운티를 매미나방

(Gypsy moth : Lymantria dispar) 검역

지역으로추가설정함

- 매미나방이더이상확산되는것을막기

위해이들지역으로부터규제대상물품

의주간(interstate) 이동을규제함

- IPPC기준에 따르면 매미나방

(Lymantria dispar)은 미국 내 일부지

역에존재하는해충으로공식방제대상

해충임

9. 이탈리아, 야황화(Cestrum spp.) 
묘목에서 감자갈쭉병(PSTVd) 최초 보고

○2010년이탈리아의묘목류재식포장조사

결과 총 25개의 조사대상 야향화

(Cestrum spp.)묘목중 22개가감자갈쭉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에감염된것으로나타났음

- PSTVd는감자와토마토를주요기주로

하는 검역병으로, 유럽에서는 2006년

네덜란드와독일에서최초검출되었음

- 금번발견으로유럽내의PSTVd의분포

현황을재평가하기위해노력중이며, 동

병의박멸및유입방지를위한검역조치

를강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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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소독장비

“기화기”개발

실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도 영남지원에서“검역용 소독장비(기화기)

개선”이라는과제를“창의·실용자율과제”로선정하여추진한결과실제

검역소독현장에서적용가능한현대식기화기개발에성공하였다.

농약관리법시행규칙에서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기준으로정하고있는

“기화기”는 효과적인 훈증소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이지만

명확하게정해진성능기준과규격이없어각방제업체마다보유하고있는

기화기의크기, 성능등이다르고기화방식또한액화가스(LPG)를연료로한

가스버너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안전성에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실정이었다.

영남지원 박인영
park1069@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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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화기의 구성 및 기화 방식 >

☞구성 : 기화용 수조(water tank, 60ℓ), LP가스용기, 가스
버너, LP가스관(고무호스) 등

☞ 방식 : 가스버너(연료 : 프로판가스) 이용 직접수조가열
(90~100℃), 가스관이온수의열을취해기화

이와같은화재발생, 독성가스 누출에따른

중독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성과 훈증가스 기화

를위해1시간이상물을끓여야하는등소독작

업비능률성을개선하기위해영남지원에서“행

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예산을지원받아

2010년 한 해동안기화기개선을위해연구·

개발한 결과 마침내 검역현장에서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이 가능한 현대식 기화기 시험

제작을완료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써 첫째, 기존 훈증가스

기화에필요한열량공급방식인가스버너(LPG

연료)를이용한온수가열방식을버리고휴대형

발전기를 이용한 전열 히터 방식을 채용하여

안전성과작업능률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였다.

기존 기화기에서 사용하던 화기(火器 ; 가스

버너, LP가스용기 등)를 제거하여 화재 위험

요인을해소하였으며, 열원공급온수(약60ℓ)를

가열하여 100℃에 도달하기까지 6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을 약 3~4분만에 160℃까지 올려

기화 열량 확보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

켰다.

둘째, 기화기(챔버)내온도조절·측정·표시

장치를 장착하여 훈증 소독가스의 적정 기화

여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기화

미비에따라발생할수있는소독대상물품약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가스버너직접가열

< 개선 전 >

< 개선 후 >

내부전원장치(좌), 외부 전원플러그 (우)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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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소독장비“기화기”개발

마지막으로 기존 기화기의 구성품이 수조

(water tank), LPG용기, 가스버너, 기타가스관

등 부속물품을 탑재함으로써 소독용 차량 적재

함의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여 기타 소독장비들

을 효율적으로 적재 관리할 수 없었는데 반해,

이번에 개발된 기화기는 박스형으로서 소요

면적이불과 0.23㎡ (58㎝×40㎝)로 공간활용

도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 또한, 뜨거운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차량 이동 중 온수가 넘쳐

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위험요인을제거하였다.

수출입식물방제업은특수한업종으로서낮은

시장성에기인하여사실상관련장비연구동기

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수없는시행착오끝에기존방식을완전히

대체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창의적인역량을갖추기위한내(검역관)·

외(방제업체)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시도와

실용적인공직문화조성을위해그동안추진해온

변화관리노력의성과물이라여겨진다.

앞으로이번에개발된기화기를실제검역소독

현장에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를 대상

으로 하여 설명회, 시연회 등을 갖고 동 시험

제작된 기화기를 표준 모델로 하여 수출입식물

방제업계에보급해나갈계획이다. 

가스밸브이용수동조절및
투약시온도미표시

< 개선 전 >

< 개선 후 >

기화기온도조절장치
(챔버내, 가스배출구온도표시)

차량 적재함전반부공간차지
(약 120㎝×50㎝)

< 개선 전 >

< 개선 후 >

박스형으로좁은면적소요
(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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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가봐야지라는

막연한상상을하게만드는나라,

페 루

한번쯤 가보고싶다고꿈꾸는곳

페루를향해길을떠났다.

비행기로 24시간만에 도착한 페루의 수도

리마국제공항, 웅장한현대식국제공항이어서

사실 새로운 곳에 왔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없었다. 

택시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하는 동안 택시창문을 통해

본 리마의 느낌은 그냥 대도시, 즉 책을 통해 상상했던 고대 페루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없어 약간 실망했다. 옛 건물들은 거의 사라지고 그곳은

현대식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안을 둘러보니 가장

눈에띄는문구는역시“WI-FI”이었고, 드디어내가찾고자한고대페루

여인의모습을벽에걸려있는유화를통해발견하였다.

드디어 내가 상상했던 곳에 왔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짧은 출장

기간이지만 그 동안 그림 속 여인을 실제로 꼭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날이오기를손꼽아기다렸다.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서 수 정
suhsj97@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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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가봐야지 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나라, 페루

이곳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Ica와

Piura지역의 수출

포도농장 및 검역

기관을 방문하였

다. Ica 지역 방문

시 차로 이동하였다. 고속도로를 4시간 이상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보여진 모습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언덕이었다. 이 모래언덕이 페루의

주요 수출물인 광물의 보고(寶庫)라고 한다.

같이 동행했던 페루검역관은 현재 페루에 귀중

한 광물을 가공할 기술력이 없기에 너무 저렴

하게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

다. 한편 끝없이 펼쳐진 Ica지역의 모래언덕은

세상에서 가장 긴 샌드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

여서 이곳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꼭 추천하

고 싶은 장소라고 한다. 한번 타보고 싶었지만

이미 해가 진 후여서 탈 수 없었으며 눈부신

모래언덕만감상하였다.

페루 기후는

고온 저습하여

매우 건조하였다.

건조한날씨덕분에

먼지가 많이 발생

되어 식물들이

모두 회색을 띤 칙칙한 녹색으로 보였다. 한편

출장기간동안 5개 포도농장을 방문하였는데

그거대한농장규모에깜짝놀랐으며, 포도수확을

위해 하루에 1,000여명이 고용된다고 한다.

역시농산물수출대국임을느낄수있었다. 

페루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는데,

“세비체, 치차 및 초코데챠”이다. 개인적으로

생선회를 먹지 못하여 세비체를 시식해 보지

못하였지만 페루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전채

요리라고 한다. 남미의 가장 대표적인 작물인

옥수수로만든보라색음료치차및가공인아닌

진짜 코코아를 사용하여 만든 초코렛을 후식

으로 꼭 먹어보아야 페루를 다녀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코데챠는 너무 달고,

치차는맛이밍밍하여이들을먹고마시다보니

한국의보리차가너무그리워지는나의입맛...

페루를떠나는마지막날“Indian Market”를

가 보았다. 거기에는 페루의 모든 민예품이

모여 있는 시장으로써 많은 외국인들이 가보는

곳이라고한다. 숙소와가까워걸음을재촉하여

가보았다.  페루는 은으로 만든 장식품이 유명

하다고들었는데역시상당량의민예품이은으로

제작되어있었다. 무엇보다페루에서나의마지막

소원인전통복장을입고머리를두갈래로땋은

진짜 남미의 인디언을 Indian Market에서

만날수있어서무척행복했다.

페루에 가면 잉카제국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마추픽추와나즈카를보아야하지만이곳은

다음기회에꼭오리라다짐하며페루를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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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김문식과장)

어제와 오늘은 스물 네 시간이 흘렀다는 차이 밖에 없는데,

그 흐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루하루를공직에헌신하시면서33년을봉직하신선배님~ 

아니 형님! 이제 정든 공직을 떠나시는 날이기에 섭섭함과 가슴이

미여지면서도한편으로는진심어린존경과축하의갈채를보냅니다.

몇주일전에는떠나시기에아쉬움이많으셨는지~ 

우리 지원관내 사무소직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시고자 하실

때에는저역시마음한구석에뭔가미여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얼마 전 진해의 삼포마을 어귀에 있는 이혜민이 작사 작곡한 노래비

앞에서삼포로가는길노래도불러보고돌아오는길에장복산안민고개

에서저멀리바다를바라보시며아마무한한회한을느끼셨겠지요.

기 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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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 검역2과 김 무 영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  송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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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님(영남지원 김문식 과장) 떠나 보내면서

한 때는 가방 들고 컨테이너 야적장, 부두,

창고, 검역현장을 누비고 다니며 일하든 때가

엊그제같은데하셨던말씀도생각나시죠!

세월참빠르게흘러갑니다.

그럼, 제가학창시절처음으로알게된한시이며, 

지금도가끔되새겨보고있는주희의권학시

(勸學詩) 한편을소개하겠습니다.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노학난성)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

未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춘초몽)

階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이추성) 이라,

소년은늙기쉽고학문은이루기어려우니

짧은시간이라도가벼이여겨서는안되며,

연못가의봄풀은아직꿈에서깨지도않았는데

섬돌앞오동나무잎은벌써가을소리로다.

이 시는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므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배우는

일에 정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사에비추어보면새봄의꿈이깨기도전에

가을의 소리가 들리는 세월의 무쌍함을 느끼게

합니다.

형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좋았고, 긍정적인마인드로매사에적극적

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저희

후배들은참으로많은것을배웠습니다.

형님께서! 얼마전에는이런말씀을하셨지요.

사람은 살다보면 보편적으로 3가지를

후회한다고

베풀지못한것, / 참지못한것,

좀더주면서살수있었는데!  

아무리긁어모으고움켜쥐어봐도

떠날땐하나도가져갈수없는것을!

그때조금만더참았더라면좋았을텐데

왜쓸데없는말을하고, 왜쓸데없이행동했던가!

라고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지 못한

것에대하여...

후회한다고, 왜그렇게재미없이살았던가!

왜그렇게짜증스럽고힘겹게살았던가!

나로인해다른사람들이얼마나힘들었을까!

라고,

예, 그렇습니다. 

형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처럼 마음껏

즐기시고행복을누리십시오.

한때는 희망보다 고통이 심했던 우리의 현실

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내일의 밝은 희망을

심어주신 당신은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짧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웃음과

함께 삶의 철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듯

세월은흘러이별의시간을맞이한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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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모두의 가슴 속으로

깊은마음의강이되어흘러 갑니다.

형님! 비록가시는걸음걸음이무거울지라도

사뿐히저려밝고가시오소서~~ 

사랑은정년이없습니다.

부디사모님과함께쌈박한로멘스를즐기면서

영원한사랑을마음껏누리시고, 

저는 요즘 시세말로 인생은 칠십부터, 아니

팔십부터라는말은하지않겠습니다. 

앞으로영원히~  새로운시작의길에건강과

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안녕히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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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검사제외가공품은아래품목예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검사제외가공품 품목예시]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또는기름에담겨져있거나절인식물

나. SO2 등화학약품수용액에담겨져있거나절인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또는표백제로처리된식물

라. 그밖에방부효과가있는물질에담겨져있거나절인식물

2. 나무 또는대나무제품으로서재가공하지아니하고사용될수있는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열처리또는화학처리과정을거쳐제작된목재

검사제외가공품

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검사제외가공품에는

어떤것이있나요?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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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1)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

재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길이또는넓이 방향중한

방향으로만집성된경우에는두께가 40mm이하일것), 염색가공하

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박판재(두께 4mm 이하일

것) 또는이들을재료로하여만든제품

나. 대나무로만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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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다. 목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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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 또는 이들의 부분품(관세청고시에 의한「수출입통관편람」

통칙2호의“미조립또는분해된상태로제시된물품”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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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꽂이, 공예품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3)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아이스크림스틱,

옷걸이, 스풀, 콥, 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부채, 사진틀, 거울틀,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붓대,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세면용

보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장부편, 노, 삿대, 관, 꽃꽂이상자,

우산류·지팡이·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등으로방부처리된철도침목, 이젤(畵架), 신발류, 위패,

귀이개, 음향조절용패널, 술통(술이담겨져있는것), 체(Sieve) 또는

이들과유사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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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재중심부의온도가 56℃에도달한시점에서 30분이상열처리된

판재로제작되고성형된걸레받이·벽판·문선

5) 목재중심부의온도가56℃에도달한시점에서30분이상열처리되고

두께 10mm 이하인 판재로 제작된 나무상자·어묵판재·목재

블라인드보호판·장식판

6) 목재중심부의온도가56℃에도달한시점에서30분이상열처리되고

사포또는도장처리된창문틀·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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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판재로 제작된 것으로서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또는 식물검역

기관에 등록된 열처리업체가 발행한 열처리증명서가 첨부된 목재

완제품. 이 경우열처리증명서에는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열처리

온도및처리시간, 열처리업체등록번호(식물검역기관에등록된열처리

업체가증명서를발행하는경우만해당한다), 증명서발행일자및발행

기관(또는업체명)이기재되어있고관인(또는업체의대표직인)이날인

되어야한다.

1) 4면이상이사포또는도장된판재

2) 성형된판재

마. “목재중심부의온도가56℃에도달한시점에서30분이상열처리된후

ACQ로 가압처리(압력 : 980.7kPa 이상, 흡수량 : 2.6kg/m3 이상,

침윤도 : 변재인 경우 전층에서 80% 이상, 심재인 경우 재면에서

10mm까지 80% 이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조업체의 가공

공정서가첨부된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

바.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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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

가. 섬유제품으로서식물의포장재료로사용되지아니한아래물품

1)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제품

나. 수세미제품

다. 모자, 가방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또는삶은것으로서밀봉포장되어있는식물

나. 전분

다. “50% 이상의 과산화수소수에 30분 이상 침지한 후, 식물체의 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기처리 및 표백처리하고 밀봉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

되고 밀봉포장 된 볏짚바구니 또는 볏짚멍석. 이 경우 증명서에는

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가공처리업체명, 과수화수소수의농도및

침지시간, 증기처리온도및처리시간, 증명서의발행일자가기재되어

있어야하고발행기관의관인이표시되어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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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usion) 형태의 것으로서 제조과정에서 60℃ 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열처리하고밀봉포장된사료

32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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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해충이 서식할 수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가. 절단된상태로식물체온도가90℃에도달한시점에서5분이상찌거나

삶은후영하17.8℃이하로냉동되어있는과실류

나. 찌거나 삶은 후 냉동처리한 옥수수·팥가루·고구마·감자·호박·

동부콩·목이버섯·밤·은행또는채소류

다. 구운후냉동처리한고구마

라. 기름에튀긴식물

마.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당근·건마늘·

건양파·건파·건시금치·건양배추·건청경채·건파슬리·건호박·

건고추냉이·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

야자·건대파·건딸기·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

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파쇄된 호두피·파쇄된

건코코넛껍질·건쥬니퍼베리·건포도·건사과·건키위·건감·

건블루베리·건자두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바. 분말상태로가공하여밀봉포장된식물

사.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또는권련

아. 고열건조후연화처리하여가공한다음의장신구·완구·장식용품

1) 왕골 또는 골풀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

베개피·가방·신발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2) 부레옥잠 등의 수초로 만든 가방·신발·매트·바구니·부채·

베개피·인형피·모자·조화꽂이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3) 바나나잎또는대나무잎으로만든바구니·신발·테이블·방석또는

이들과유사한제품

검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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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체의 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열 처리된

밀짚·옥수수껍질·옥수수잎·아바카·종려 또는 야자잎으로 만든

모자·모자테두리·인형·신발·방석·가방·바구니·매트 또는

이들과유사한제품

5) 식물체의 온도가 70℃에 도달한 시점에서 5시간 이상 열처리된

것으로제작된Fern바구니

자. 건조후소매용용기나캔으로밀봉되어있는식물

1)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또는이들과유사한제품

6. 기타

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

되어있는경우에는식물검역을받아야한다.

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지원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포함한다)에서정한물품

34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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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외가공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물검역원에 신고하지

않아도되는지요?Q 2

검사제외가공품중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

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규정되어있는HSK번호에해당되는물품은식물검역원에신고하여

검사제외가공품인지의여부에대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

<식물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사제외가공품인지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HSK 10단위를기준으로동일한세번에식물과검사제외가공품이혼합되어

있는경우임.

검사제외가공품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입항에 있는 식물

검역원이지정한검사장소에서검사를받아야하나요?Q 3

검사대상에서제외되는가공품의경우에는지정된검사장소가아닌일반보세

구역에서도검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그러나검사제외가공품의요건에부적

합한경우에는수입항또는그인근의검사장소로운반하여식물검역을받아야

하기때문에보세운송시주의를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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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검역단신

본원 소식·행사

36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치과무료진료행사실시

’10년 12월 28일 본원 도서관에서 노조에서 주최한 치과

무료진료 행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탑플란트치과 압구정점

의료진이 본원으로 방문하여 구강카메라를 이용한 진단,

시린이를치료하는불소이온도포시술을해주었으며진료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구강위생용품도 증정하였다. 동 행사는

본원뿐만아니라각지원·격리재배관리소에서도실시되었다.

우리원공식블로그및트위터개설

기존에 홍보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운영되던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중단하고우리기관명의로새로운공식블로그 2개를

개설하였다. 블로그 사이트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두 곳에 개설하였다. 우리원 공식

블로그에는개정되는고시, 수입제한조치, 해외검역동향등

식물검역에 관한 최신정보뿐만 아니라 일용직 채용, 곤충

사진 등을개제하여일반국민들에게도보다친숙하게다가

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 트랜드에 발맞추어 대표적인 SNS 매체인 트위터도 개설

하였다. 이 트위터를 통해 우리원 홈페이지, 블로그에 개제되는 최신 검역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있다. 

※ 블로그 및 트위터 주소

- 네이버: http://blog.naver.com/npqs_korea

- 다 음 : http://blog.daum.net/npqs

- 트위터: http://twitter.com/NPQS_Korea 또는http://twtkr.com/NPQ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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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박종서국립식물검역원장퇴임식

제 17대 식물검역원장인 박종서

원장의 퇴임식이 ’11년 1월 25일

오전 본원에서거행되었다. 박종서

원장은 ’10년 2월부터 약 1년간

국립식물검역원장을역임하였다.

제18대여인홍국립식물검역원장취임식

’11년2월7일제18대여인홍식물검역원장의취임식이오전

본원에서거행되었다. 여인홍원장은제19회기술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근무하였

으며, 특히공직생활의첫근무지가식물검역원이였기때문에

우리원에대한애정이남다를것이다. 

’11년농산물수출검역지원사업“계속”과제설계심의회개최

’11년 1월 25일본원에서파프리카수출단

지및선과장병해충조사등 2011년도에

계속되는농산물수출검역지원사업 15개

과제에 대한 설계심의회가 개최되었다.

본심의회에경북대이동운교수등수출

검역지원사업과제를신청한교수14명과

과제설계를심의하기위해서울시립대학

교김진원교수등11명이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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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초청특별교육실시

인천공항지원은 ’10년 11월 10일(수) 『즐거운

일터만들기』일환으로태평양교육센터강사

(이용환)를 초청하여“직장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내 농식품부 소속기관 직원들도 참석

하는등교류의시간도가졌다.

’10년도하반기식물검역발전협의회개최

’10년 11월 25일(목) 인천공항지원회의실에서

『금수강산』등 12개사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

간담회를실시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수출입

식물검역동향 및 업무소개, 청렴도 향상을

위한활동등을소개하였으며애로사항및건

의사항을청취·답변하는형식으로회의를진

행하였다.

옥외LED 전광판을이용한식물검역홍보

인천공항지원에서는 연말연시 지속적으로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공항 진입도로 등의 옥외 LED 전광판

3개소에 식물검역 홍보 문구를 24시간 표출

하고있다. 앞으로도인천공항공사등과협의

하여표출전광판개수를늘려갈예정이다.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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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병해충모니터요원간담회및

현장체험행사실시

’10년 11월 26일(금) 외래병해충모니터요원을

초청하여인천공항지원업무소개, 홍보동영상

시청, 외래병해충 예찰활동 소개, 화물수입

검사·실험실검사등다양한검역현장견학을

통한인천공항지원의업무를소개하고모니터링

요원의임무를숙지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원장님, 인천국제공항CIQ 검역현장방문

’10년 12월 8일(수) 인천국제공항 CIQ 검역

현장에 본원장님께서 방문하여 휴대식물검역

현장을 점검하시고 근무자를 격려하셨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

하여구제역발생국가에서반입되는골프화·

골프채의철저한소독등을당부하셨다.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홍보캠페인실시

인천공항지원은 연말연시 해외여행객이 급증

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10년 12월 28일(화)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해외로 출국

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귀국 시 식물류를

반입할때반드시신고하고열대과일, 호두 등

금지식물을반입하지말것을홍보하였다.

조직문화활성화를위한한마음대회실시

’10년 12월 30일(목)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한마음대회”를실사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행동강령선서, 유공자표창, 외부강사

초청 강의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고 각 과별

2011년도주요업무계획토론회를통해2011년

도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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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협의회참석

국제우편사무소는 ’10년 12월 9일(목) 국제

우편물류센터주관으로열린유관기관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원을 비롯

하여 수과원, 세관 등의 기관이 참석하여

통관·검역업무 공동작업 수행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민원사항 공유 및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되었다.

다문화가정대상식물검역홍보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10년 11월 25일(목), 12월

23일(목) 2회에걸쳐 중국, 필리핀, 베트남등

에서 온 결혼이민여성 70여명과 가족을 대상

으로 법무부 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식물검역홍보교육을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생과일과호두, 흙과같은수입금지식물과

입국시반드시알아야할식물검역정보등을

소개하였다. 

인천공항지원장, 대만수출배선과장방문

인천공항지원장은 ’10년 11월 9일(화) 김포

공항사무소를방문하여주요업무현안사항과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양주시

대만수출배선과장을방문하여대만수출배와

관련된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협조를 당부

하였다.

수출목재포장재열처리업체간담회개최

김포공항사무소는 ’10년 11월 30일(화), 한국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16개 열처리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출입화물 목재

포장재 소독규정과 열처리업체 정보시스템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열처리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아 즉시 해결하였고, 업체 간

상호정보교환을통한협력관계도모색하였다.

국제우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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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1일교사실시

속초사무소는 ’10년 11월 30일(화) 속초청봉

초등학교 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1일교사를실시하였다. 이번행사에서는미래

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식물검역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여행 시 식물검역 관련 유의

사항등을안내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기술지원과직원방문

’10년11월23일(화) 국립식량과학원기술지원과

직원(11명)은 중부지원을 방문하여 식물검역

업무에대한설명을듣고, 병해충실험실견학

및 수입식물 보세창고 등 식물검역 현장체험

을 통해 식물검역원의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

을가졌다. 방문자들은농축산물및토양연구

를담당하고있는연구사및연구관으로식물

검역 업무 중 특히 불합격 처리된 식물들의

폐기방법에대해많은관심을보이며, 농산물

등의 식물류에 대한 친환경적인 폐기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부지원은 앞으

로도 이런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타기관의업무및정보를공유하고식물검역

에대한홍보를계속해나갈것이다.

외국산농산물이렇게가져오세요~

(다문화가정교육)

중부지원은 매월 4째주 목요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 식물검역을

소개하는교육을실시하고있다. 금번교육에는

중국, 베트남등국적을가진50명의외국인이

참석하였으며, 외국산 농산물을 가져올 때

유의할점등을전달하여열대과일등의금지

속초사무소 중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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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반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지원은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식물검역의 중요성 및 금지

식물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수출심비디움묘수출업체간담회개최

중부지원은’10년 12월 22일(수) 심비디움수출

업체 4개사 등 관련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중국 수출 심비디움묘에 대한 수출입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원활한

수출을위해수출용심비디움묘재배시유의

사항 교육, 심비디움묘 검사방법 및 선충분류

실험실검사과정을안내, 중국수출관련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으로도 중부지원은

한국산농산물의수출확대를위해더욱노력할

것이다.

중부지원사무소장회의개최

’10년 12월 24일(금) 중부지원은지원장, 각과

과장 및 사무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원 사무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원

각과장및사무소장은현안사항및건의사항

을 보고 하였으며, 지원장은 각 과 및 사무소

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 받고, 함께 해결

책을모색할것을당부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중인 업무를 철저히

마무리할것을당부하였다. 

「소통과화합」을위한중부지원연찬회개최

중부지원은직원간서로화합할수있는직장

문화조성과분위기활성화를위해’10년 12월

17일(금) ~ 18일(2일간) 김포시소재효원연수

문화센터에서「소통과화합」을위한지원연찬

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즐거운

직장만들기를위해“웃어라! 행복해진다”라는

주제로 외부초청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폐기

대상 목재류 처리방안 등 검역업무 개선방안

과제발표및토의를실시하였다. 또한연찬회

시 전 직원의 축복을 받으며 명예롭게 퇴임

하는김범술운영지원과장의퇴임식을겸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깊은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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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무소

식물검역안내홍보용배너제작및설치

중부지원은 알기 쉬운 식물검역 안내로 중국

여행객 및 소무역상들의 금지식물류의 국내

반입을 막고자 식물검역 안내를 위한 배너

3종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배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1,2청사 및 청주공항과 평택

항 등 총 7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식물검역안

내, 과태료 부과안내 및 수입금지품(예시)에

대한내용으로이루어져있다. 

식물검역안내홍보용배너 3종

평택항『식물검역현장체험』실시

평택사무소(소장서동식)는’10년11월9일(화)과

22일(월), 충남예산군예산읍농촌지도자회와

당진군 대호지면 농촌지도자회에서 65명이

참석한 가운데『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은

식물검역의이해를높이기위한홍보영상물을

시청하고평택항으로수입되는바나나와파인

애플, 망고 등 생과실과, 참깨, 냉동고추 등

건조농산물및채소류를검사하는보세창고를

견학하였다. 올 해에는 평택항으로 12회에

걸쳐 377명이 수입식물검역 현장을 방문했고

수입농산물보다경쟁력있는고품질의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는 좋은 경험을

하게되었다고밝혔다.

당진군농촌지도자회원견학장면

예산읍농촌지도자회원견학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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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하반기“멋진영남인”선발

영남지원에서는활기찬직장문화조성을위하

여신뢰·자부심·즐거움평가항목에우수한

직원을“멋진 영남인”으로 반기별 선발하고

있으며 ’10년 하반기에는 각 분야에서 성실이

일하고모범이된영남지원농업주사오진보,

자성대사무소 농업주사보 신남균 검역관이

선정되었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

되었으며“멋진 영남인 선정서”는 청사 홍보

판에6개월간게시된다. 

특사경멘토링(Mentoring)으로

전문성향상

’10년 영남지원에서는 신규 지명 또는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의 실무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해 경력직원을 멘토로 선정하고

멘토링을실시하였다.

멘토·멘티 6팀 12명은 외부강사 초청 및

자체 교육 실시, 합동 수사 등 전문성을 제고

하고 지원 및 사무소간 상호협력 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10년12월9일(목) 개최한특사경멘토링

최종결과보고 및 종합평가에서는 멘토 영남

지원 농업주사보 정연송, 멘티 창원사무소

농업주사보남궁인숙특사경이우수상을시상

하였다. 

김문식검역2과장퇴임식개최

’10년 12월 23일(목) 영남지원에서는 평소

자상한 성품과 모범적인 공으로 선·후배

동료들로부터존경과신망을받아오던김문식

검역2과장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영예로운

퇴임식이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본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만 국립수산과학원장, 양태선

前농림부기획실장등외빈들과가족, 동료들

이참석해축하를전했다. 

김문식과장은정든직장과사랑하는동료들의

곁을떠나지만마음만은항상함께있고훌륭히

퇴직하게 된 것은 선·후배 동료들의 덕으로

생각한다고감사를표했다.

영남지원

농업주사
오진보

농업주사보
신남균

특사경멘토링우수자시강

외부강사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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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1일교사제실시

창원사무소(소장 이상헌)는 ’10년 11월 11일

(목), 18일(목) 두차례에 걸쳐 지리산 버섯

영농조합 및 물레방아 팽이버섯 농장을 방문

하여 베트남 근로자 49명을 대상으로 식물

검역 기능 소개와 홍보, 베트남 수출입검역

현황설명등1일교사제를실시하였다. 

이는도심지역다문화가정위주로한정되었던

교육을농촌외국인근로자로확대실시한것

으로’11년에는농촌뿐아니라관내일반산업체

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1일교사제를적극실시해홍보효과를높여갈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산오렌지검사동향

부산신항에위치한사상사무소에서는지난해

12월에수입된미국캘리포니아산오렌지수입

건수(123)중 사전소독(56)을 제외한 현장검사

(67)의 약 55%(37)에서 장미둥근홈바구니 등

해충을 검출하여 소독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식물검역당국은 미국내 오렌지 생산지역

에서장미둥근홈바구미발생이많았음을알려

오면서 이번 시즌산(2010/2011)오렌지에

대하여는 현재 화주요청으로 사전 전량 훈증

소독을실시하고있다.

사상사무소는 부산신항만 확대개장 등 검역

여건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를 위해 직제

개편되었으며 현재 총 12명이 빈틈없는 검역

을실시하고있다.

식물검역현장체험실시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 대구사무소(소장

권용순은)는 ’10년 11월 25일(목) 대구국제

공항에서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생

47명을대상으로“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이번체험행사에서대구공항내검역

기관에 대한 안내, 국제공항에서의 휴대품

검역현장, 세관X-ray 투시검사및수입금지품

휴대시 검역처분 상황을 체험함으로 검역에

대한인식을제고하게되었다. 

공로패(농림부) 수여

명예퇴임축하식

퇴임기념촬영

창원사무소

사상사무소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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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인솔한정희영교수는평소학생들이

식물검역원을비롯한검역기관에대한관심이

많고, 실제적인 체험행사를통해검역에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험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 과실파리등과 같은

외래 병해충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과일, 호두, 종자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신고하여검사받을것을당부하였다. 

대구국제공항 4개 검역기관 양해각서

(MOU) 체결

대구사무소(소장 권용순)는 지난 ’10년 11월

30일(화) 대구국제공항대회의실에서 CIQ

검역기관간국경검역업무추진을위한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항이용객들에게 보다

신속한 통관 업무지원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증진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국립포항

검역소대구국제공항지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구사무소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

지원의검역관련 4개전기관장들이참석하였

으며,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한홍보전략및정보를상호공유함에따라

기관별로 중복됨이 없이 검역 홍보업무가

일관성있게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연시사회소외계층검역기관

합동위문

지난’10년 12월 22일(수) 국립식물검역원대구

사무소 및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

직원들은 대구시 동구 각산동에 소재한 일심

재활원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사회소외계층

검역기관합동위문을실시하였다. 

일심재활원은정신지체장애우의자립과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이 날 직원들은 활동센터에서 고무클립 작업

및 종이백접기 재활 활동에 동참하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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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방문행사실시

’10년 11월 10일(수) 호남지원장등 16명은국립식량

과학원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와함평자연생태공원

으로기관간방문행사를다녀왔다. 

금번방문에서는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의주요업무

및 정보 공유하고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견학하고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우리꽃 생태학습장 현장 견학

을하였다. 

이번기관간방문행사는선도적인기관을벤치마킹

함은물론이고직원간의소통증진에도중요한계기

가되었다.

세관X-ray 판독요원검색시연회개최

’11년 1월 23일(일) 광양항에신규페리호의

취항함으로써광양사무소에도CIQ휴대식

물검역 업무가 개시되었다. 이에 보다

철저한 휴대식물검역을 위해 1월 25일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광양세관

X-ray 판독요원 6명에 대해 수입식물류

에대한X-ray  독시연회를개최하였다. 

이날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과

함께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포함한

여러식물류를샘플로세관검사대영상화

면을 통해 보여지는 식물류의 특징을

교육하였으며 광양세관에 철저한 휴대

식물검역을위한긴밀한협조도당부하였다. 

호남지원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❶광양비즈호입항 ❷여행객휴대식물검사

❸휴대식물 X-ray 시연회 ❹휴대식물 X-ray 통과

❺휴대식물 X-ray 판독 ❻검색결과판독논의

❼~❾광양세관검색담당자휴대식물 X-ray 검색

긴밀한협조요청

광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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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업체

간담회개최

제주지원은 ’10년 12월 16일(목)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 해결하여 수출

농산물의 해외 신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

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수출검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날간담회는생산자단체및수출업체관계자

등 18명이참석한가운데제주농산물이원활한

수출이 이루질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가의

수입검역 요건을 설명하였으며, 안전한 농산

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검역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수출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

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중심

으로간담회를진행하였다.

이와관련제주지원에서는우리농산물수출시장

다변화를위해국가별수출검역요건과정보를

수시로제공하고, 연중 상시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하여효율적으로수출검역을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제주공항C.I.Q 검역기관합동

홍보캠페인실시

제주공항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

및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 으로 해외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에서는 구제역

유입방지 홍보에 중점을 두어 동·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및 기관별 홍보물 배부 등

농식품부산하 3개검역기관이협조하에합동

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제주공항 C.I.Q검역기관에서는 합동으로

주기적인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동식물 외래병해충 및 전염병 반입 예방에

적극동참하기로하였다.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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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나탈리 골드버그 / 역자 : 한진영

페가수스 | 2010년 11월 5일

책소개

전세계를사로잡은나탈리골드버그의프리라이팅수업

‘오프라윈프리쇼’가주목한그녀의인생과글쓰기를만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쯤 작가를 꿈꾸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며 생의

나머지를글로채우며살아가기를희망한다. 그러나인생은고단하고글쓰기는녹록치않다. 우여곡절

끝에종이와펜을들고탁자앞에앉은뒤에도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 무엇을써야할지막막하기만

하다. 이 책은 글쓰기를 갈망하면서도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작가로

살아가는한인간의인생과사유에관한책이다. 

《뼛속까지내려가서써라》를통해전세계적인글쓰기붐을일으킨바있는나탈리골드버그. 그녀는

이책에서하루하루글을쓰며살아가는자신의모습을꾸밈없이솔직하게보여주면서, 작가적인삶을

꿈꾸는독자들을글쓰기의세계로불러들인다. 그녀는책한권찾아보기힘든가정에서어린시절을

보낸자신이어떻게글쓰기를꿈꾸고작가의삶을살게되었는지, “머뭇거리지말고생각이떠오르는

대로손을계속움직여라”라는자신만의원칙을실천하면서글쓰기의고통이어떻게“글을쓰지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글쓰기의 즐거움으로 바뀌어 갔는지를 진실하고 담담하게 전한다. 두려움을

떨치고자유로운글쓰기의세계에입문하려는독자들에게이책은좋은텍스트가되어줄것이다. 

저 자 - 나탈리골드버그(Natalie Gold berg)

전 세계에 글쓰기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시인이며 소설가다. 오랜 세월동안 동양적인 가치를 체험하며 배우고 느낀

것들을 글 속에 담아냄으로써 글쓰기를 갈망하는 독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 작가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무엇을 써야 할지’몰라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때로는 어머니

처럼 따뜻하게 등을 두드리며“머뭇거리지 말고 펜을 들라”고 독려하는 글을 써왔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으며, 이 책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오프라 윈프리 쇼’

에서 그녀의 집필과 강의, 명상 등 인생 전반에 대해 동행취재 하였으며, 2006년에는 밥 딜런의 생애를 그린 다큐

멘터리 영화‘Tangled Up in Bob’의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전 세계 14개 언어로 번역된《Writing

Down the Bones》를 비롯하여《Old Friend From Far Away》1《Banana Rose》등이있다.

역 자 - 한 진 영

전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다이어그램-생각을 정리하는 기술》

《피플스킬》《신발잃은소년》《나무인형히티의백년여행》《엄마돌아와요》등이있다. 

글쓰며사는삶: 작가적인삶을위한글쓰기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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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체)

5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2010년도 한해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

충은 총 607종 9,693건이었고 규제병해충

은 181종(30%) 4,605건(48%)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210종(35%) 2,170건

(22%), 비검역병해충은 212종(35%) 2,869건

(30%)이었다.

규제병해충 185종 4,654건 중 해충이 157종

(85%) 4,422건(93%)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6종(145%) 196건(4%)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4,310건 9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달팽이 51건, 선충 44건,

응애 17건이 검출되었고병의 경우바이러스

117건, 세균 42건, 진균 37건, 잡초 36건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210종 2,170건 중 해충이

198종(94%) 2,146건(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병은 11종(5%) 23건(1%)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945건

90%)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선충 93건,

달팽이 77건, 응애 31건이검출되었고병의

경우진균23건, 잡초 1건이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212종 2,869건 중 해충이

155종(73%) 2,063건(72%)이검출되었으며

병은 45종(21%) 778건(27%)이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916건 9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135건, 응애 7건, 달팽이

5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748건,

바이러스30건, 잡초 28건이검출되었다.

구 분
병해충 총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607 9,693 185 4,654 210 2,170 212 2,869

해

충

소 계 510 8,631 157 4,422 198 2,146 155 2,063

곤 충 류 435 8,171 139 4,310 173 1,945 123 1,916

선 충 류 44 272 10 44 7 93 27 135

응 애 류 13 55 5 17 5 31 3 7

달팽이류 18 133 3 51 13 77 2 5

병

소 계 82 997 26 196 11 23 45 778

진 균 65 808 10 37 11 23 44 748

세 균 1 42 1 42 - - - -

바이러스 16 147 15 117 - - 1 30

잡 초 15 65 2 36 1 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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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자료

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2010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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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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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2,121 3,945,368 98 40,129 65,622 105,751 3 

곡류,특작류 톤 25,451,047 21,980,111 116 1,391,758 4,021 1,395,779 5 

목 재 류 천㎥ 6,140 5,966 103 4,424 - 4,424 72 

묘목,구근류 등
기타

천개 270,001 244,093 111 6,398 1,321 7,719 3 

수

출

건수 건 79,333 80,506 99 16,543 51 16,594 21 

곡류,특작류 톤 242,325 296,033 82 2,778 456 3,234 1 

목 재 류 천㎥ 11 18 61 5 - 5 45 

묘목,구근류 등
기타

천개 79,208 68,173 116 1,215 8 1,223 2 

수

입

건수 건 3,792,788 3,864,862 98 23,586 65,571 89,157 2 

곡류,특작류 톤 25,208,722 21,684,078 116 1,388,980 3,565 1,392,545 6 

목 재 류 천㎥ 6,129 5,948 103 4,419 - 4,419 72 

묘목,구근류 등
기타

천개 190,793 175,920 108 5,183 1,313 6,4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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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자료

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2010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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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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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245 204,342 111 39,722 1,306 41,028 18 

곡류,특작류 톤 25,425,528 21,956,944 116 1,391,751 3,782 1,395,533 5 

목 재 류 천㎥ 6,140 5,966 103 4,424 - 4,424 72 

묘목,구근류 등
기타

천개 269,153 243,126 111 6,380 1,280 7,660 3 

수

출

건수 건 57,898 58,721 99 16,537 39 16,576 29 

곡류,특작류 톤 241,837 295,559 82 2,778 456 3,234 1 

목 재 류 천㎥ 11 18 61 5 - 5 45 

묘목,구근류 등
기타

천개 78,948 67,929 116 1,215 8 1,223 2 

수

입

건수 건 169,347 145,621 116 23,185 1,267 24,452 14 

곡류,특작류 톤 25,183,691 21,661,385 116 1,388,973 3,326 1,392,299 6 

목 재 류 천㎥ 6,129 5,948 103 4,419 - 4,419 72 

묘목,구근류 등
기타

천개 190,205 175,197 109 5,165 1,272 6,4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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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자료

수출입주요품목검역실적(화물)

(2010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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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단위
’10(A) ’09(B) 대비(A/B, %)

주요 상대국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수

출

파프리카 kg 4,080 16,612 3,855 18,062 106 92 일본

배 kg 1,803 20,585 1,921 20,855 94 99 미국, 대만

팽이버섯 kg 1,577 12,767 1,860 10,731 85 119 중국, 미국

새송이버섯 kg 1,273 2,294 1,087 1,728 117 133 미국, 캐나다

국화절화 개 1,121 23,678 1,017 18,616 110 127 일본

백합절화 개 1,097 12,318 1,019 12,387 108 99 일본

밤 kg 688 12,737 592 12,089 116 105 미국, 중국

카네이션절화 kg 221 966 147 600 150 161 일본

수

입

바나나 kg 7,647 337,950 5,791 256,543 132 132 필리핀

오렌지 kg 6,282 110,132 4,132 72,412 152 152 미국, 호주

커피원두 kg 3,187 108,627 2,553 96,230 125 113 베트남, 브라질

포도 kg 1,868 35,127 1,485 28,494 126 123 미국, 칠레

당근 kg 1,812 81,095 1,400 73,808 129 110 중국

콩 kg 911 1,188,333 704 1,096,647 129 108
중국, 미국, 
브라질

상추 kg 870 10,240 204 2,454 426 417 미국, 중국

옥수수 kg 848 2,226,525 579 1,448,399 146 154 호주, 미국,

양배추 kg 785 22,375 13 174 6,038 12,859 중국, 미국

브로콜리 kg 782 7,286 362 3,447 216 211 미국, 중국

참다래 kg 611 28,515 517 27,350 118 104 뉴질랜드

망고 kg 604 1,351 453 898 133 150 필리핀, 태국

송이버섯 kg 533 291 284 55 188 529 북한, 중국

드라세나묘목 kg 504 2,033 415 1,675 121 121 인도네시아

석류 kg 499 7,421 333 5,078 150 14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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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원내동정 / 인사이동원내동정 /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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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신규임용

소속 직 급(위) 성명 발령직급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농식품부 원장 여인홍 원장 국립식물검역원 ’11. 02. 01

농식품부 행정주사 이석기 행정사무관 방제과 ’11. 01. 06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이유진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2010.12.01

장애경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2010.12.01

김태형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 2010.12.01

이상화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2010.12.01

이해열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2010.12.01

김태현 중부지원 속초사무소 2010.12.01

장영옥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2010.12.01

정창배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2010.12.01

천영동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2010.12.01

노하나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2010.12.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재정 국제검역협력과 2010.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허수선 인천공항지원 2010.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 란 제주지원 2010.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은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2010.12.3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미영 중부지원 2010.12.31

이래은 방제과 2011.01.14

연보현 인천공항지원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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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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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속초사무소 허종영 국제우편사무소 2010.12.01

국제우편사무소 현영권 속초사무소 2010.12.01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조희욱 국제우편사무소 2010.12.01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조영재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2010.12.01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정세환 사상사무소 2010.12.01

속초사무소 홍석구 중부지원 검역1과 2010.12.31

중부지원 검역1과 최지웅 속초사무소 2010.12.31

중부지원 검역1과 최문헌 인천공항지원 2010.12.31

속초사무소 백종민 중부지원 2010.12.31

제주지원 조윤주 영남지원 2010.12.31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김소연 영남지원 2010.12.31

국제검역협력과 박성숙 운영지원과 2010.12.31

중부지원 검역2과 김옥선 인천공항지원 2010.12.31

영남지원 양산사무소 하소영 호남지원 2010.12.31

운영지원과 이창미 농식품부 2010.12.31 전출

광양사무소 김향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2010.12.31 전출

방제과 김대경 중부지원 운영지원과장 2010.12.31

안양사무소장 문희중 중부지원 검역1과장 2010.12.31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김병현 중부지원 안양사무소장 2010.12.31

영남지원 운영지원과장 김재두 영남지원 검역2과장 2010.12.31

남부격리재배관리소장 주성돈 영남지원 양산사무소장 2010.12.31

중부지원 검역1과장 윤순홍 호남지원장 2010.12.31

영남지원 양산사무소장 정채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2010.12.31

호남지원 광양사무소장 안희동 남부격리재배관리소장 2010.12.31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기범 영남지원 운영지원과장 2010.12.31

농식품부 과수화훼과 김을수 호남지원 광양사무소장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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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이 처음 언급된 문헌은 1800년대 말엽에 발간된 요리서인《시의전서(是議全書)》로서, 한자로는

‘골동반(骨董飯)’이라 하였는데 이미 지어놓은 밥에 나물·고기·고명 ·양념 등을 넣어 참기름과 양념

으로 비빈 것을 말한다. 비빔밥은 밥에 여러 가지 나물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어디서나

즐겨먹는 음식이다. 

전주비빔밥이 가장 유명하며, 계절에 따라 재료를 변화 있게 하여 만든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는 남은 음식을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보기좋은 대접에 담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 둔 여러가지 나물·

고기·달걀 등을 모양 있게 색을 맞추어 얹어 내면 먹을 때에 비벼서 먹는다. 나박김치와 장국을 곁들이

면 좋다. 나물은 계절에 맞추어 고르는데 되도록 색채와 영양소의 배합이 좋도록 한다.  

비빔밥은 지방과 사용재료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주비빔밥,진주비빔밥,해주비빔밥,안동헛제사밥,

통영비빔밥, 평양비빔밥, 함평육회비빔밥, 평안도닭비빔밥, 개성차례비빔밥, 거제도멍게젓갈비빔밥 등

10여종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식단의 서구화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퓨전비빔밥이 등장하고 있으나

역시 비빔밥의 대명사는 전주비빔밥이라고 하겠다. 

■ 전주비빔밥

먼저 고사리에 쇠고기를 넣고 갖은 양념을 해서 볶고, 도라지와 콩나물은 깨소금·후춧가루·소금

으로 양념을 하여 기름에 볶으며, 다시마는 튀각으로 만들어 부스러뜨리고, 청포와 오이는 채로

썬다. 밥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어 주물러 간을 맞춘 다음,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나물을

올려 놓고, 맨 위에 달걀지단과 볶은 고기를 얹는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 때에는 밥을 먼저

비벼서 간을 맞춘 다음, 웃고명으로 달걀 지단만을 얹기도 하는데, 이때 오래 두면 밥이 불어서

맛이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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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페이지
- 음식 & 문화 -

알고있으면힘이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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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비빔밥

숙주나물과 양념한 육회를 쓰고 선지국을 곁들이는 것이 특징이다. 진주비빔밥은 숙주, 고사리,

도라지, 육회, 청포묵, 고추장, 김 등을 곁들여 '화반(花飯)'이라 하였다. 선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이 많아 빈혈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식품으로서 그릇에 담아 비빔밥과 곁들여 먹는다.

■ 해주비빔밥

밥 위에 고기와 여러가지 나물들을 얹어서 만드는데 해주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황해도 특산

물인 김을 반드시 두며 맨밥을 쓰지 않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기름에 볶은 밥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교반(交飯)’이라고도 부른다.

■ 안동헛제사밥

안동헛제삿밥은 제상에 올렸던 나물과 탕채를 간장에 비벼먹는 음식으로, 옛 선비들의 밤참 음식

이다. 선비들이 밤늦도록 글을 읽다 보면 배는 고프고, 밤늦게 음식을 만들게 되면 그 냄새가

이웃에 풍겨 폐를 끼치게 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눠 먹은 음식이 헛제사밥의 유래이다.

■ 평양비빔밥

평양비빔밥은 예로부터 소문난 음식으로서 볶은 쇠고기와 같은 야채를 밥 위에 얹어 내는 것은

남한의 비빔밥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서 조금 다르다. 큰 대접에 미리 되직

하게 지어놓은 밥을 담고 그 위에 소고기볶음과 나물들을 색을 맞추어 담아 놓으며 가운데에

다진 고기볶음을 놓는다. 실달걀을 고명으로 보기 좋게 놓고 그 위에 김가루를 뿌린다..  

평양비빔밥에는 모나게 썬 달걀 부침을 띄운 맑은 장국과 나박김치, 고추장을 곁들인다. 

■ 평안도닭비빔밥

닭을 넣어 먹는 죽이나 밥은 북한에서 많이 만드는 푸짐한 음식이다. 고춧가루를 충분히 넣어 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콩나물 대신 호박볶음, 버섯나물, 지단 등을 얹고서 비벼 먹기도 한다.

닭고기비빔밥은 더운 밥에 고기와 콩나물, 애호박을 얹고, 육수는‘대파’의 잎 부분을 굵게 썰어

넣어 국 간장으로 간을 한 후 한소끔 끓여 탕 그릇에 떠 놓는다. 먹을 때 닭국을 조금씩 넣고

비벼 먹는다.  

비빔밥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의 첫손으로 꼽는 대표음식이다.

특히 한국의 전문가 100인이 선정한‘최고의 건강식’에서 5위에 선정된 음식으로서 1~4위가 콩, 현미,

토마토, 김치임을 감안하면 한국요리중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는 음식이라 하겠다.

별다른 반찬 없이도 한 그릇 뚝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은 갖가지 나물과 고기 등이 어우러진,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일품요리다. 고명으로 얹는 고기와 달걀에서 풍부한 단백질 성분을 섭취할 수

있고, 갖은 나물에서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그리고 풍부한 섬유소를 얻게 된다.

밥과 반찬을 나누어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물을 먹게 되므로 고른 영양소 섭취가 가능한 것도

비빔밥의 장점이다. 고기와 야채뿐 아니라 해조류를 이용한 비빔밥도 인기 저칼로리 식품에 다양한 영양

성분이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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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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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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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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은식물에해로운해외병해충이

국내에들어오는것을차단함으로써

우리의자연생태계와농림자원을보호하는

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식물검역 관련문의

1588-5117

[ 식물검역기관주소및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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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지역번호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FAX

본 원 031
449-05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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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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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국립식물검역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433-1

국립식물검역원 검역기획과 홍보담당자 앞

-

-4 3 0 0 1 6

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8.5.26~****

안양우체국승인
제40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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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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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소중한의견에귀기울이는국립식물검역원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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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포상안내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공무원의부패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율적인부패방지노력을확산시켜

나가기위해공익신고자포상금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식검훈령제118호)

신고대상부패행위

부패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부패행위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
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자체조사한결과사실로확인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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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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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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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신고방법

국립식물검역원
행동강령책임관 전화 031)420-7610 | FAX 031)420-7603

134표지  2011.2.25 2:48 PM  페이지2   100  2400DPI 175LPI C M Y K



국

립

식

물

검

역

원

통
권
134
호

2
0
1
1
·
2

“우리의 자연과 농업 식물검역원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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