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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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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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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1 대 만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등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유자, 밤, 사과, 배, 복숭아 등
※ 감귤은 과실에 생경엽 및 줄기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됨(대만측의 금지병
해충인 Satsuma dwarf virus 관련)
※ 사과, 배, 복숭아는 대만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등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등
※ 박과류 종자는 생육중 재배지검사 및 위생증에 과실썩음병(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증명을 해야함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다육식물 일부
(에케베리아(8종), 에오니움속, 아드로미슈스속)
○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은 꽃․과실․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
어린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인 묘목의 경우에만
수출 가능함(단풍나무속, 느릅나무속, 벚나무속, 뽕나무속, 배나무속,
사과나무속, 오리나무속, 자작나무속, 장미속, 칠엽수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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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검역당국은 자국으로 수입가능한 품목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baphiq.gov.tw)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번호 반드시 기재(필요시 검사현장에서 수기로 기재)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대추, 매실, 살구, 아몬드, 자두, 참다래 등
○ 묘목류 : 귤속 ․ 금귤속 ․ 탱자나무속, 직경 3cm를 초과하는 유리알락
하늘소의 기주식물 등

조건부로 허용된 신선 농산물의 대만 수출검역요건
□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은 다음요건을 준수해야 수출가능함
○ 배는 수출농가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일 때
까지 완료),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및 방제사항 기록, 선과장 등록, 대만
검역관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현지조사, 수출검사 등
○ 사과․복숭아는 수출농가 등록, 6~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제, 예찰 및 방제사항 기록, 재배지 검사, 선과장 등록, 대만검
역관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현지조사, 수출검사 등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Carposina sasaki) and western flower
thrips(Frankliniella occidentalis). Code No. of Packing House: OO-OO,
Date of Inspection: month, day, year” 부기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에 해당하는 병해충은 꽃노
랑총채벌레 1종에 해당하므로 꽃노랑총채벌레명을 기입하고 문구는 생략

○ 국내에 분포하는 다음의 병해충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검사 결
과 해당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야 함
- 감자뿔나방, 화살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선
충, 감자역병, 뿌리응애, 가지검은마름병, 과실썩음병 등 9종
※ 수출품목에 따라 1종 이상의 대만측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하여야 하므로 품
목별 부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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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증식용 식물은 대만 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재배
를 실시함(종자 및 과실 제외)
- Sugarcane, Tea, Pineapple, Citrus(Citrus spp., Fortunella spp. 및 Poncirus
spp.)는 최소 2년간 격리재배 실시
- Carcica spp., Euphoria longana, Fragaria spp., Litch chinensis, Malus
spp., Mangifera indica, Morus spp., Passiflora spp., Prunus spp., Psidium
guajava, Pyrus spp.(배 접수․삽수 제외), Rosa spp.(절화 제외), Vitis spp.는
최소 1년간 격리재배 실시

╻적용 예╻
○ 파프리카 생과실에 대한 부기사항
-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and
Rhizoglyphus echinopus Fumouze and Robin. [이 파프리카 과실은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감자뿔나방, 꽃노랑총채벌레 및 뿌리응애에 감염되지 않
았음]
※ 파프리카 생과실은 3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과실
에 부착된 과경(果梗)은 줄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마늘줄기선충은 무감염 증명대
상에 포함되지 않음

○ 딸기 생과실에 대한 부기사항
-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and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이 과실은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꽃노랑총채벌레 및 마늘줄
기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 딸기 생과실이 줄기가 포함된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마늘줄기선충을 포함하여 2
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멜론 생과실에 대한 부기사항
-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and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이 과실은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및 과실썩음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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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은 줄기가 포함된 상태로 수출되기 때문에 마늘줄기선충에 감염되지 않았
음을 증명하여야 함

○ 신선 인삼(수삼)에 대한 부기사항
-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and Rhizoglyphus echinopus Fumouze and Robin [이 식물 또는 식물의 일
부는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선충 및 뿌리응애
에 감염되지 않았음]
※ 신선 인삼의 경우 뿌리 부분이 수출되기 때문에 마늘줄기선충 등 3종의 병해
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자세한 대만의 신선 농산물 수출요건은 Ⅱ.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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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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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 골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4 방글라데시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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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5 베트남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밀,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포도
○ 채소류 : 딸기, 토마토, 당근, 배추, 무, 양파, 양배추, 수박, 감자, 수삼
※ 딸기의 경우,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고시 제2016-6호)에 따라
수출단지 등록, 재배지검역 등 베트남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토마토의 경우,「한국산 토마토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고시 제2013-130
호)에 따라 수출온실 및 선별장 등록, 수출검역 등 베트남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종자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양파, 파, 당근
○ 버섯류 : 느타리,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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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복숭아, 단감
○ 채소류 : 멜론(참외), 파프리카, 호박, 오이
○ 종자류 : 인삼종자, 벼종자, 콩종자, 잔디종자
○ 묘목류 : 소나무묘목, 주목묘목,
○ 화훼류 기타 : 심비디움묘, 딸기묘, 팔레놉시스묘, 백합구근, 칼라구근 등
★ 2007.4월 베트남 측의 PRA 규정 도입 전 베트남으로 수출된 실적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불가 품목에 해당함

참고사항
○ 2007. 4월부터 생과실․과채류․재식용 식물에 대한 PRA 규정을 도입,
품목별 PRA 자료를 베트남측에 제공해야 수출가능
○ 과실류 중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과 채소류 중 멜론,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채소류는 베트남측이 PRA를 진행 중이며
PRA 결과에 따라 수입검역조건 결정
○ 현재 베트남 측이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PRA)을
진행 중이며, PRA가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검역요건 없이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가능함
★ 베트남 측의 PRA결과에 따라 수출 가능품목의 경우에도 수출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출가능 여부(요건)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12 -

6 스리랑카
수출가능 품목
○ 사과 및 채소종자 9품목(고추, 상추, 수박, 양배추, 오이, 토마토, 무,
당근, 호박)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 종자류 : 감자종서, 볍씨, 고무, 두류종자, 고구마종서
○ 묘목류 : 산림묘목, 차나무묘목, 담배묘, 토마토묘, 카사바묘, 수초묘,
배나무과묘목, 딸기묘, 망고묘
※ 상기 품목 외에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7 싱가포르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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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8 인도네시아
수출가능 품목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감자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 인도네시아 딴중프리옥항의 경우, 현재 충청남도산 배만 수출이 가능함.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당근, 브로콜리,
딸기,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오이,
마늘쫑, 도라지
★ 과실류와 열매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란에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느타리, 팽이, 표고
○ 화훼류 : 선인장묘, 채송화묘, 다육식물
★ 목재류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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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본
수출불가 품목
★ 우리나라의 화상병 발생으로 '15. 6. 1일부터 아래의 품목은 수출이 금지됨

○ 재식용 식물, 과실류, 절화류, 화분 등(단, 종자는 수출 가능)
: Malus속(사과 등), Pyrus속(배 등), Aronia속(아로니아 등), 비파(loquat), 퀸스(quince),
서양모과(medlar),

모과(Pseudocydonia

sinensis),

Amelanchier속(채진목속),

Choenomeles속(명자나무 등), Cotoneaster속(섬개야광나무 등), Crataegomespilus속,
Crataegus속(산사나무속), Dichotomanthes속, Docynia속, Heteromeles속, Osteomeles
속,

Peraphyllum속,

Photinia속(홍가시나무속),

Pyracantha속(피라칸사속),

Raphiolepis속(다정큼나무 등), Sorbus속(마가목 등), Stranvaesia속

수출가능 품목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수출불가 품목(화상병 기주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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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 국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옥수수, 녹두, 콩, 커피, 참깨, 쌀
※ 쌀의 경우,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고시 제2016-1호)에 따라
가공공장 등록, 훈증소독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과실류 : 밤, 포도
※ 포도의 경우,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고시 제2015-14호)에
따라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예찰 및 재배지검사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양파, 생강, 브로콜리, 수삼
○ 종자류 : 콩, 잠두콩, 가지, 갓, 고추, 근대, 꽃양배추, 당근, 들깨, 멜론,
무, 박, 배추, 백경채, 부추, 브로콜리, 삼엽채, 상추, 수박,
쑥갓, 시금치, 아욱,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청경채, 치커리,
콜라비, 토마토, 파, 호박, 겨자, 담배
※ 종자류의 경우 사전에 중국 검역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발급 필요

○ 버섯류 : 팽이, 새송이(큰느타리)
○ 절화류 : 심비디움, 장미, 백합, 국화,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금어초,
튤립, 칼라, 카네이션, 해바라기꽃, 스타치스, 아이리스,
장미, 안개초, 덴드로비움
○ 화훼묘 : 덴드로비움․심비디움․호접란(묘․분화), 선인장(접목선인장),
칼란코에묘․삽수, 미모사묘, 맨드라미묘, 백합구근
※ 심비디움묘의 경우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고시 제
2015-3호)에 따라 재배포장 등록, 중국측의 우려병해충 무감염 증명 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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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류 : 동백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목백일홍, 소사나무, 석류
나무, 산수유나무, 애기사과나무, 주목나무, 철쭉나무, 피라
칸사나무, 향나무(진백) 등 12품목
※ 재식용 묘목의 경우 사전에 중국 임업국과 검역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 발급 필요

수출불가 품목
○ 상기품목 외 대부분의 과실류․과채류․소나무묘(접수 포함) 수출이
불가능하며, 사전에 수출 가능 여부를 상대국에 확인하여야 함
○ 단감, 감귤, 파프리카, 참외, 딸기, 토마토 6품목은 중국에 수출
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중국은 '03. 2월부터 시행된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에 따라 국산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 등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다만 제도시행 전 상업적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한해 수출 허용)하고 있어, 국산 농산물의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에
수입허용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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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 국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강낭콩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감귤, 복숭아, 밤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피망, 브로콜리, 참외, 멜론,
딸기,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선인장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참다래, 자두, 살구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 감(단감), 배, 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 메론, 참외, 딸기,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가지는 태국측이 PRA를 진행 중이며 PRA 결과에
따라 수입 지속허용 여부 및 수입검역조건 결정
★ '07. 7월부터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 제도시행 전
상업적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은 PRA 완료 시까지 수출가능
★ 태국 측의 PRA결과에 따라 수출 가능품목의 경우에도 수출요건이 변경될 수 있
으니, 수출가능 여부(요건)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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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홍 콩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 재식용인 경우에는 수출검역조건에 대해 상대국에 사전 확인 필요

13 필리핀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감귤(현지검역 조건), 파프리카
○ 채소류 : 양파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수박, 오이, 호박, 참외,
토마토, 고추, 시금치, 파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새송이, 팽이, 표고 등 모든 품목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포도, 복숭아, 참다래, 자두, 살구, 밤
○ 채소류 : 메론(참외), 토마토, 딸기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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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수출요건 및 PC부기사항

⚪ 상업용 화물만 수출가능(휴대화물은 수입금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전 필리핀 식물검역소에 모든 수출자
및 거래 상표명(corresponding brand names)을 통보
사과, 배

⚪ 모든 포장 박스에는 3면에 “FOR PHILIPPINES표시
⚪ 모든 컨테이너는 봉인(seal)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PC의 식별표
시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필리핀 식물검역소장에게 화물 선적전에 수
입허가서, PC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전 필리핀 식물검역소에 수출업자 명단

필리핀
양파

(주소 포함)을 통보
⚪ PC 부기사항 :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

파프리카

⚪ 재배시설 등록
⚪ 보관 및 수송중 저온(10℃ 이하) 유지

⚪ 모든 컨테이너는 봉인(seal)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PC의 식별표
단감

식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
⚪ PC 부기사항 :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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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년도

14 인 도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자료출처 : Plant Quarantine (Regulation of Import into India)(Fourth
Amendment) Order, 2004 Schedule Ⅵ (2004. 9. 10. 개정판)
품 목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Sumt(Urocystis cepulae)
(b) Slippery skin(Pseudomonas cepacia)
재식용 종자 또는
Allium류

구근

(c) Marginal necrosis(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

⚪ 흙부착이 없을 것

(d) Pod and stem blight(Phomopsis longicolla)
(e) Stem and bulbs nematode(Ditylenchus

(양파, 마늘, 파,

dipsaci)

shallot 등)

(f) Onion maggot(Hylenmia antiqua)
⚪ Freedom from:
식용 구근

(a) Smut(Urocystis cepulae)
(b) Stem bulb namatode(Ditylencus dipsaci)
(c) Onion maggot(Hylemia antiqua)

Anthurium
(Anthurium spp.)
및

재식용 접수․삽수
및 묘목

기타 aroids
(Dieffenbachia,
Caladium,
Aglaonema,
Monstera,
Phylodendron)

12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Freedom from:
(a) Bacterial blight(Xanthomonas axonopodis ⚪ 45～60일간 격리재배
pv. dieffenbachiae)
⚪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조직배양체

produced from stock tested and maintained

-

virus-free.

Syngonium,
Spathiphyllum,

⚪ 28℃ 이상에서 16g/㎥로

절화
(Anthurium
spp.)

⚪ Freedom from:
Bacterial blight(Xanthomonas axonopodis

-

pv. dieffenbachiae)
⚪ Freedom from:
(a) Glume rot(Pseudomonas syringe pv.

Barely 보리
(Hordeum spp.)

atrofaciens)
재식용 종자

(b) Barley viruses viz. Stripe
mosaic(Cytorhabdovirus)
(c) Ergot(Claviceps purpurea)
(d) Granary weevil(Sitophilus gran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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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 수입시 인도
농업부
농업협동국(DAC)의
사전승인 필요

품 목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Scab(Elsinoe phaseoli)
(b) Downy mildew of lima
bean(Phytophthora phaseoli)
재식용 종자
Beans 콩

(c) Pod and stem blight(Phomopsis

-

longicolla)

(Vigna

(d) Bacterial wilt(Curtobacterium

(Phaseolus)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spp.)

(e) Bean brunchid(Acanthoscelides obtectus)
⚪ 28℃ 이상에서
식용 또는

-

가공용 콩

32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Freedom from:
(a) Downy mildew(Peronospora farinosa)
(b) Silvering disease(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betae)
Beet Root
(Beta vulgaris)

재식용 종자

(c) Bacterial blight(Pseudomonas
syringae pv. aptata)

⚪ 흙부착이 없을 것

(d) Beet cyst nematode(Heterodera
schachtti)
(e) Beetroot rust(Uromyces spp.)
(f) Beet yellows necrotic virus(rhizomania)
⚪ Freedom from:
Berseem
(Trifolium
alexandrium) 및

(a) Northern anthracnose(Kabatiella
재식용 종자

클로버

caulivora)
(b) Stem and bulb
nematode(Ditylenchus dipsaci)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 흙부착이 없을 것

(c) Sclerotinia wilt(Sclerotinia trifoliorum)
⚪ Freedom from:
(a) Leaf & pod spot(Ascochyta fabae)
(b)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Broad bean
(Vicia faba) 및
Vetches
(V. villosa)

glycines)
재식용 종자

(c)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d) Broad bean viruses viz. mottle,
necrosis, strain(Comovirus). true
mosaic, wilt virus 1 & 2(Fab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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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Cacti
선인장

Carnation
카네이션
(Dianthus spp.)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 45~60일간
(a) Cactus cyst nematode(Cactodera
격리재배시설에서
번식용 식물
cactii)
격리재배
(b) Cactus virus X. & 2 (Carlavirus) ⚪ 흙부착이 없을 것

⚪ Freedom from:
(a) Bacterial wilt and stem
cracking(Burkholderia caryophilli)
(b) Slow wilt(Erwinia chrysanthemi
pv. dianthicola)
재식용
⚪ 45~60일간
(c) Rust(Uromyces dianthi)
접수․삽수 및
격리재배시설에서
(d) Smut(Sorosporium spaonariae)
격리재배
묘목
(e) Downy mildew(Peronospora
dianthi, P. Dianthicola)
(f) Carnation viruses viz. Cryptic
virus 1 & 2, Italian ring spot,
necrotic, stunt, yellow stripe

종자, 절화

⚪ Freedom from:
(a) Rust(Uromyces dianthi)
(b) Smut(Sorosporium spaonariae)
(c) Downy mildew(Peronospora
dianthi, P. Dianthicola)

-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all viruses affecting carnation.

-

Carrot
당근
(Daucus
carota)

⚪ Freedom from:
(a) Bacterial blight(Xanthomonas
재식용 종자
hortorum pv. carotae)
(b) Carrot viruses(yellow leaf)

Chicory 치커리
및 Endive
(Cichorium
spp.)

⚪ Freedom from:
(a) Bacterial blight(Pseudomonas
cichorii)
재식용 종자
(b) Bidens mottle virus
(c) Chicory yellow mottle virus
(d) Anthracnose(Marssonina
panotton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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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품 목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Fasciation(Rhodococcus fascians)
(b) Foliar nematodes(Aphelenchoides
fragariae, A. ritzemabosi)
(c) Stem and bulb nematode(Ditylenchus
dipsaci)
(d) South American leaf miner(Liriomyza
재식용
huidobrensis)
⚪ 45~60일간 격리재배
접수․삽수
(e) Burdock leaf miner(Amauromyza
(뿌리
⚪ 흙부착이 없을 것
Chrysanthemum 부착/미부착)
maculosa)
(Dendranthemum
(f) White rust(Puccinia horiana)
spp.)
(g) Ray blight & stem canker(Didymella
ligulicoa, syn. Ascochyta
chrysanthemi)
(h) Chrysanthemum viruses viz. chlorotic
mottle, stunt, vein chlorosis, virus B

Citrus spp.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감귤
등 및 기타
rutaceous)

Cocoa 코코아
(Theobroma
cacao)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Chrysanthemum
viruses viz. chlorotic mottle, stunt, vein
chlorosis, virus B.

-

생과실

⚪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미국은 국가별로
부기사항 기재 필요
⚪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

⚪ Freedom from:
(a) Chocolate moth(Ephestia elutella)
(b) Mediterranean flour moth(Ephestia
kuehniella)
가공용 또는
(c) Tropical nut borer(Hypothenemus
산업용 코코아콩
obscurus)
(발효 및 건조)
(d) Black pod of cocoa(Phytophthora
megakarya)
(e) Chestnut downy mildew(Phytophtora
katsurae)

Chick pea
(Cicer
aeriatinum)

재식용 종자

Cotton 목화
(Gossypium
spp.)

산업용 미가공
목화

⚪ 28℃ 이상에서
16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Freedom from:
⚪ 상업적 수입시 DAC의
Pod & stem blight(Phomopsis longicolla)
사전승인 필요
⚪ Freedom from:
Cotton boll weevils(Anthonomus grandis,
A. peninsularis, A. vest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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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상에서
24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품 목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Cowpea
(Vigna spp.)

⚪ Freedom from:
(a) Bruchids(Bruchidium spp., Stator
spp.)
재식용 종자
(b) Cowpea seed-borne viruses(bromo
virus, poty virus, comovirus,
carmovirus)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Cucumber 오이
(Cucumis
sativus) 및 관련
종

⚪ Freedom from:
(a) Fusarial wilts(Fusarium oxysporum
f.sp. cucumerinum, Fusarium
oxysporum f.sp. melonis)
(b) Black spot(Phomopsis sclerotoides)
(c) Septoria leaf spot(Septoria
재식용 종자
cucurbitacearum)
(d) Cucumber seed-borne viruses viz.
leaf spot virus
(e) Verticillium albo-atrum
(f) squash mosaic virus

-

⚪ Freedom from:
(a) Bayood(Fusarium oysporum f.sp.
albedinis)
⚪ 상업적 수입시 DAC의
(b) Palm lethal yellowing(Phytoplasmas)
재식용
사전승인 필요
흡지(suckers) (c) Texa root rot(Phymatotrichum
⚪ 1년간 격리재배
omnivorum)
(d) American palm weevil(Rhyncophorus
palmarum)
Date palm
(Phoenix
dactylifera)

재식용
조직배양체

식용 생/건조
과실

-

⚪ Freedom from:
Palm kernel borer(Pachymerus
lacer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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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 28℃ 이상에서
16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품 목
다알리아
Dahlia
spp.

Calla lilly
(Zantede
schia
spp.)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괴경(Tubers)

⚪ Freedom from:
viruses affecting Dhalia

⚪ 한 시즌 격리재배
⚪ 흙부착이 없을 것

구경(Corms)

⚪ Freedom from:
(a) Bacterial leaf spot(Xanthomonas
campestris pv. zantedeschiae)
(b) Zantadeschia mosaic virus

⚪ 한 시즌 격리재배
⚪ 흙부착이 없을 것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issue-cultured plants
tested and found free from
Zantadeschia mosaic virus.

-

⚪ Freedom from:
(a) Smut(Urocystis gladiolicola)
(b) Rusts(Uromyces gladioli & U.
transversalis)
글라디올러
구경(Corms/
(c) Corm rot(F. oxysporum f.sp. gladioli) ⚪ 한 시즌 격리재배
스
(d) Hard rot(Septoria gladioli)
Gladiolus Corm lets)
⚪ 흙부착이 없을 것
(e) Scab & neck rot(Burkholderia
spp.
marginalis)
화훼
(f) Base rot(Burkholderia gladioli pv.
구근류
gladioli)

⚪ Freedom from:
⚪ 한 시즌 격리재배
(a) Moko wilt(Burkholderia solanacearum
⚪ 흙부착이 없을 것
Race 2)

Heliconia
spp.

지하경
(Rhizomes)

히아신스
Hyacinth
us spp.

⚪ Freedom from:
(a) Bacterial blight or yellow
slime(Xanthomonas hyacinthi)
구근(Bulbs)
(b) Hyacinth mosaic virus(Poty virus)
(c) Stem & bulb nematode(Ditylenchus
dipsaci)

아이리스
Iris spp.
(bulb 및
rhizome
형성종)

⚪ Freedom from:
(a) Fusarial rot(Fusarium oxysporum f.sp.
구근/지하경
gladioli)
⚪ 한 시즌 격리재배
(Bulbs/
(b) Stem and bulb nematode(Ditylenchus
⚪ 흙부착이 없을 것
Rhizomes)
dipsaci)
(c) Sclerotinia rot(Sclerotinia bulborum)
(d) Iris virus(Poty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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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즌 격리재배
⚪ 흙부착이 없을 것

품 목

백합
Lilly
(Lillium
spp.)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Fusarium wilt(Fusarium oxysporum
f.sp. lilii)
(b) Anthroacnose(Colletotrichum lilii)
⚪ 한 시즌 격리재배
(c) Bacterial leaf spot(Burkholderia
구근(Bulbs)
⚪ 흙부착이 없을 것
gladioli pv. gladioli)
(d) Lilly viruses(lilly rosette, lilly
symptomless, tulip breaking and
lilly curl stripe)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issue-cultured plants
are tested and found virus-free.

-

⚪ Freedom from:
(a) Basal rot(Fusarium oxysporum
f.sp. narcissi)
⚪ 한 시즌 격리재배
(b) Stem and bulb
⚪ 흙부착이 없을 것
nematode(Ditylenchus dipsaci)
수선
⚪ 적절한 살균제
(c) Narcissus fire(Botryotinia
Narcissus
처리후 48.9℃에서
구근(Bulbs)
polyblastis)
(Narciss
화훼
30분간
(d) Leaf scorch(Stagnospora 쳑샨냐)
구근류 us spp.)
온탕처리(처리내용을
(e) Narcissus bulb flies(Merodona
PC에 기재)
equesteris, Eumerus strigatus, E.
tubuculatus)
(f) Narcissus viruses

튤립
Tulipa
spp.

⚪ Freedom from:
⚪ 한 시즌 격리재배
(a) Bulb and stem
⚪ 흙부착이 없을 것
nematode(Ditylenchus dipsaci)
⚪ 적절한 살균제
(b) Yellow pustule &
처리후 48.9℃에서
hellfire(Curtobacterium
구근(Bulbs)
30분간 온탕처리
flaccumfaciens pv. oortii)
(처리내용을 PC에
(c) Tulipa viruses viz. band breaking,
기재)
chlorotic blotch, virus x and other
seed borne viruses

Orname
⚪ Freedom from :
ntal
⚪ 한 시즌 격리재배
지하경
Leaf blight(Xanthomonas campestris
Zinger
⚪ 흙부착이 없을 것
(Rhizomes)
pv. zingibericola)
(Zingiber
mi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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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포도나무
Grapevine
(Vitis spp.)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Grapevine Phylloxera or vine
louse(Viteus vitifoliae, syn.
Daktulosphara vitifoliae)
(b) Rust(Phakopsora vitis)
(c) Dead arm(Cryptosporella viticola syn.
Phomopsis viticola)
뿌리묘목,
⚪ 일년간 격리재배
(d) Crown gall(Agrobacterium vitis)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줄기묘목 등
(e) Gummosis(Pantoea agglomerans)
사전승인 필요
묘목류
(f) Hairy root(Agrobacterium rhizogense)
(g) Pierce's disease(Xylella fastidiosa)
(h) Bacterial necrosis(Xylophilus
ampelinus)
(i) Grapevine viruses: Luteovirus,
Nepovirus, Closterovirus, Trichovirus,
Potyvirus

생과실

⚪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미국은 국가별로 부기사항
기재 필요
⚪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

포도

식용 건포도

호프
Hops
(Humulus spp.)

뿌리
부착/미부착
접수․삽수 등
묘목류

-

⚪ Freedom from:
(a) Downy mildew(Pseudoperonospora
humuli)
(b) Hops cyst nematode(Heterodera
humuli)
(c) Hop viruses

산업가공용 건조 ⚪ Freedom from :
Hops cyst nematode(Heterodera humuli)
호프 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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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상에서
16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6개월간 격리재배
⚪ 흙부착이 없을 것

⚪ 28℃ 이상에서
16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품 목

Lucerne 또는
알팔파
(Medicago spp.)

옥수수
Maize
(Zea mays)

수입형태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Stewart's wilt(Pantoea stewartii sub sp.
stewartii)
(b) Nebraska wilt(Clavibacter michiganensis
sub sp. nebraskensis)
(c) Southern corn blight(Drechslera maydis
Race T)
(d) Ergot(Claviceps gigantea)
(e) Tropical rust(Physopella zeae)
(f) Anthracnose(Kabatiella zeae)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재식용 종자
(g) Larger grain borer(Prostophonus
사전승인 필요
truncatus)
(h) Maize weevil(Sitophilus zeamais)
(i) Mycospharella zeae-maydis
(j) Burkholderia andropogonis
(k) Pantoea agglomerans
(l) Pesudomonas fuscaviginae
(m) Pesudomonas syringae pv.
coronofaciens
(n) maiz chlorotic machlo virus

식용 또는 가공용
곡류

Oil palm
야자
(Elaeis
guineensis) 및
관련종

PC 부기사항

⚪ Freedom from:
(a) Yellow leaf blotch(Pyrenopeziza
medicaginis)
⚪ 상업적 수입시 DAC의
(b) Sclerotinia wilt(Sclerotinia trifoliorum)
재식용 종자
사전승인 필요
(c) Bacterial wilt(Corynebacterium
michiganense pv. insidiosum)
(d) Alfalfa cryptic virus

⚪ Freedom from:
(a) Ergot(Claviceps gigantea)
(b) Larger grain borer(Prostophonus
truncatus)
(c) Maize weevil(Sitophilus zeamais)

⚪ 28℃ 이상에서
32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Freedom from:
(a) Vascular wilt(Fusarium oxysporum f.sp.
elaeidis)
(b) Freckle(Cerospora elaedis)
(c) Red ring(Rhadinaphelenchus
cocophilus) and its vector
⚪ 동 종자 및 싹틔운 종자의
Rhyncophorus palmarum
종자, 꽃가루,
상업적 수입시 DAC의
(d) Lethal bud rot or sudden wilt(Marchites
싹틔운 종자
사전승인 필요
sorpresiva(phytoplasmas))
⚪ 10~12개월간 격리재배
(e) Fatal wilt or hart rot(Phytomonas staheli)
(f) Leaf mottle virus
(g) Cadang cadang and related viroids
(h) Palm kernel borer(Caryobruchus spp.
and Pachymerus spp.)

- 29 -

품 목

난초
(Aranda,
Catteleya,
Cymbidium,
Dendrobium,
Lawliocatteleya,
Mokara,
Odontoglosum,
Phalaenopsis,
Vanda, Vanila
등)

수입형태

묘목

조직배양체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Bacterial leaf spots(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 & Erwinia
chrysanthemi)
(b) Blossom blights
⚪ 45~60일간 격리재배
(Phyllostica capitalensis)
(c) Orchid viruses such as cymbidium
mosaic, necrosis, Odontoglosum ring
spot and orchid fleck etc
⚪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 from 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virus-free.

-

Ornamental
palm 류
(Arikuryoba,
⚪ Freedom from:
Borasus,
(a) Bacterial blight(Acidovorax avenae
Caryota,
sub sp. avenae) (Carypha spp.에
Carypha,
대해서만 적용)
Chamaeodorea,
(b) Mosaic(Poty virus) (Washingtonia
Chrysalidocorpus,
spp.에 대해서만 적용)
종자, 싹틔운
⚪ 10~12개월간
Dictyosperma,
(c) Red ring
종자
격리재배
Washingtonia,
nematode(Rhadinaphelenchus
Roystonia,
cocophilus)
Hyophorbe,
Pritchardia,
⚪ Certified that the seeds/seed sprouts
Sabal, Syogrus,
collected from mother palms free from
Trachycorpus,
Cadang cadang(viroids).
Vietchia,
Mascarena

Pea
완두
(Pisum spp.)

⚪ Freedom from:
(a) Pod and stem blight(Phomopsis
logicolla)
(b) Stem and bulb
nematode(Ditylenchus dipsaci)
(c) Pea cyst nematode(Heterodera
재식용 종자
goettingiana)
(d) Bruchids(Bruchidius spp. Specularis
impressithorax)
(e) Pea viruses viz. early-browning,
enation mosaic, green m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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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부착이 없을 것
⚪ 적절한 살균제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품 목

Pelargonium
(Pelargonium
spp.)

Pepper
고추, Chillies
(Capsicium spp.)

이과류:
(사과, 배 Pyrus
spp.)
모과 Quince
(Cydonia spp.)
넥타린
(Amygdalus spp.)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Bacterial spot(Xanthomonas
campestris pv. pellargonii)
재식용 종자,
⚪ 45~60일간 격리재배
접수․삽수, 묘목 (b) Pelagonium viruses viz. flower break
virus, leaf curl virus, vein clearing
virus and zonate spot virus
⚪ Freedom from:
(a) Peronospora hyoscyami pv. tabacina
(b) Pepper viruses viz. mild mosaic, mild
재식용 종자
mottle, tomato ring spot, tomato
black ring virus

-

⚪ Freedom from:
(a) Fire blight(Erwinia amylovora)
(b) Crown gall(Agrobacterium
tumefaciens)
(c) Hairy root(A. rhizogenes)
재식용 묘목,
(d) Apple and pear
⚪ 1~2년간 격리재배
줄기묘목,
rusts(Gymnosporangium spp.) non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접수․삽수 등
asiatic
사전승인 필요
(e) apple scar skin, apple stem grooving
묘목류
viruses
(f) Seed chalcid(Megastigmus
spermotrophus)
(g) Viruses/phytoplasmas affecting
Pomidae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he planting material is
obtained from mother stock
⚪ 상업적 수입시 DAC의
indexed/tested and maintained free
사전승인 필요
from viruses and phytoplasmas affecting
Pomidae

재식용종자

Free from:
(a) Mummy berry(Monilia
vacciniicorymbasi)
(b) Blue berry virus viz., blue berry
mosaic, shoestring, red(nectrotic) ring
spot, leaf mottle, peach rosette and
tomato ring spot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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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Rape/Mustard
(Brassica spp.)

수입형태

식용 열매․과실

장미
(Rosa spp.)

PC 부기사항

⚪ Freedom from:
(a) Light leaf spot(Gloeosporium
concentricum)
(b) Raphanus leaf spot(Xanthomonas
재식용 종자
campestris pv. raphanai)
(c) Bacterial leaf spot(Pse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

기타사항

⚪ 동 종자의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 수출전 devitalization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Freedom from:
(a) Crown gall(Agrobacterium
tumefaciens)
(b) Hairy root(A. rhizogenes)
재식용
⚪ 18개월간 격리재배 및
(c) Brand canker(Coniothyrium
뿌리묘목,
90일간 발아시험
wernsdorfiae)
줄기묘목,
⚪ 뿌리묘목은 흙부착이
(d) Brown canker(Cryptosporella umbrina)
접수․삽수 등
없을 것
(e) Downy mildew(Peronospora sparsa)
묘목류
(f) Rust(Phragmidium spp.)
(g) Rose streak virus
(h) Rose wilt virus

⚪ Freedom from:
(a) Leaf rust(Pucciniastrum myrtili)
(b) Red leaf(Exobasidium vaccinii)
(c) Red gall(Synchytrium vaccinii)
⚪
(d) Witches' broom(Pucciniastrum
geoppertianum)
⚪
재식용 뿌리
(e) Straw berry weevils(Anthonomus
⚪
부착/미부착
signatus & A. bisignifer)
⚪
묘목, 접수․삽수
(f) Blue berry viruses viz., blue berry
등 묘목류
mosaic, shoe-string, red(necrotic) ring
spot, leaf mottle, peach rosette and
Blueberry
tomato ring spot
및
(g) Phytoplasmas(blueberry stunt,
장과류 Cranberry
witches' broom and cranberry false
(Vaccinium
blossom
spp.)
⚪ Freedom from:
(a) Mummy berry(Monilia
vacciniicorymbasi)
⚪
재식용 종자
(b) Blue berry viruses viz., blue berry
mosaic, shoe-string, red(necrotic) ring ⚪
spot, leaf mottle, peach rosette and
tomato ring spot
조직배양체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9～12개월간 격리재배
흙부착이 없을 것
휴면 묘목류는
수출국에서 선적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훈증하고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9~12개월간 격리재배

⚪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 상업적 수입시 DAC의
tested/indexed and maintained
사전승인 필요
virus-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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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 Freedom from:
(a) American(gooseberry)
mildew(Sphaerotheca mors-u-vae)
(b) European(gooseberry)
mildew(Microsphaeria grassulariae)
(c) Leaf spot(Anthracnose)(Pseudopeziza
재식용 뿌리
ribis)
부착/미부착
(d) Cluster cup rust(Puccinia
묘목, 접수․삽수
pringsheimiana)
등 묘목류
(e) Black pustule(Plowrightia ribesia)
Gooseberry
(f) Cane blight(Botrysphaeria ribris)
및
(g) Viruses viz., black current reversion,
Currants
gooseberry vein banding, arabis
(Ribes
mosaic, and strawberry latent ring
spp.)
spot

장과류

기타사항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 9~12개월간 격리재배
⚪ 흙부착이 없을 것
⚪ 휴면 묘목류는
수출국에서 선적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훈증하고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재식용 종자

⚪ Freedom from seed-borne viruses such ⚪ 상업적 수입시 DAC의
as arabis mosaic and strawberry latent
사전승인 필요
ring spot.
⚪ 9~12개월간 격리재배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 상업적 수입시 DAC의
tested/indexed and maintained
사전승인 필요
virus-free.

⚪ Freedom from:
(a) Crown gall(Agrobacterium
tumaefaciens)
(b) Hairy root(A. rhizogenes)
⚪
(c) Rusts(Gymnoconia nitens, Kuehneola
uredinalis, Phragmedium bulbosum, P.
⚪
rubiidaeli, P. violacearum &
재식용 뿌리
⚪
Pucciniastrum americanum)
부착/미부착
⚪
묘목, 접수․삽수 (d) Downy mildew(Peronospora rubi)
(e) Straw berry weevils(Anthonomus
등 묘목류
signatus & A. bisignifer)
Raspberry
(f) Viruses such as leaf mottle, leaf spot,
(Rubus
bushy dwarf, leaf curl,
spp.)
raspberry(black) necrosis, vein
chlorosis & yellow dwarf, arabis
mosaic and straw berry shoestring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9~12개월간 격리재배
흙부착이 없을 것
휴면 묘목류는
수출국에서 선적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훈증하고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재식용 종자

⚪ Freedom from seed-borne viruses such ⚪ 상업적 수입시 DAC의
as raspberry ring spot, arabis mosaic
사전승인 필요
and strawberry latent ring spot.
⚪ 9~12개월간 격리재배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 상업적 수입시 DAC의
tested/indexed and maintained
사전승인 필요
virus-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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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Phomopsis blight(Phomopsis
obscurens)
(b) Red stele(Phytophthora fragariae)
(c) Crown rot(Phytophthora cactorum)
(d) Angular leaf spot(Xanthomonas
⚪
fragariae)
(e) American dagger nematode(Xiphinema ⚪
재식용 뿌리
americanum)
⚪
부착/미부착
(f) Leaf blotch(Gnomonia fragariae)
⚪
묘목, 접수․삽수
(g) Straw berry weevils(Anthonomus
등 묘목류
signatus & A. bisignifer)
(h) Straw berry viruses viz., vein
banding, crinkle leaf(rhabdovirus), mild
yellow edge, latent ring
Straw
spot(nepovirus), latent C
berry
장과류
(i) Aster yellows, straw berry green
(Fragaria
petal, phyllody &
spp.)
yellows(phytoplasmas)

사탕수수
(Sorghum spp.)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9~12개월간 격리재배
흙부착이 없을 것
휴면 묘목류는
수출국에서 선적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훈증하고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재식용 종자

⚪ Freedom from seed-borne viruses such ⚪ 상업적 수입시 DAC의
as arabis mosaic, raspberry ring spot &
사전승인 필요
strawberry latent ring spot.
⚪ 9~12개월간 격리재배

조직배양체

⚪ Certified that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 상업적 수입시 DAC의
indexed/tested and maintained
사전승인 필요
virus-free.

⚪ Freedom from:
(a) Bacterial blight(Burkholderia
andropogoni)
(b) Bacterial leaf streak(Xanthomonas
vasicola pv. holcicola)
재식용 종자
(c) Milo disease(Periconia circinata)
(d) Striga weed(Striga harmonthica)
(e) Sorghum viruses viz. chlorotic spot,
mos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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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품 목

수입형태

재식용 종자
콩
(Glycine spp.)

식용 또는
가공용 콩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Freedom from:
(a) Downy mildew(Peronospora
manshurica)
(b) Stem canker(Diaporthe phaseolorum
var. caulivora)
(c) Root and stem rot(Phytophthora
megasperma var. sojae)
(d) Pod and stem blight(Phomopsis
⚪ 상업적 수입시 DAC의
longicolla)
사전승인 필요
(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 흙부착이 없을 것
glycines)
(f) Bacterial wilt(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g) Soybean viruses viz. dwarf, chlorotic
mottle, stunt, poty, tobacco black
ring
(h) Bruchids(Bruchidius spp.)

⚪ Devitalisation of seed at the country of
origin just prior to export.
⚪ Devitalisation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Freedom from:
(a) Crown gall(Agrobacterium
tumefaciens)
(b) Hairy root(A. rhizogenes)
(c) Bacterial die back of
peach(Pseudomonas syringae pv.
핵과류
persicae syn. P. morsprunorum)
재식용 핵(종자),
(Prunus spp.)
(d) Black knot(Dibotryan morbosum)
줄기묘목
(자두, 복숭아,
(e) Gummosis(Euitypa armeniaceae)
접수․삽수 등
체리, 살구, 아몬드
(f) Brown rot(Monilinia
묘목류
등)
fructicola)(American strain_)
(g) Blossom blight & fruit rot(M. laxa)
(h) Scab(Venturia cerasi, V. carpophila)
(i) Cherry leaf spot(Blumeriella jaapii)
(j) Plum weevil(Conotrachelus menuphar)
Stone viruses viz. Prunus viru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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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간 격리재배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 접수․삽수 묘목류는
해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훈증
⚪ 핵(종자)는 적절한
살균제 처리
⚪ 처리는 수출국에서
선적전 실시하고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품 목

수입형태

조직배양체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obtained from mother stock
⚪ 상업적 수입시 DAC의
indexed/tested and maintained
사전승인 필요
virus-free.
⚪ 국제기준에 따라
지중해과실파리 및
체리과실파리무발생지
역 산

핵과류
(Prunus spp.)
(자두, 복숭아,
체리, 살구, 아몬드
등)

생과실

식용 건조과실

해바라기
(Helianthus spp.)

⚪ Freedom from:
(a) Oriental fruit moth(Cydia molesta)
(b) Gypsy moth(Lymantria dispar)
⚪
(c) Mediterranean fruit fly(Ceratitis
capitata)
(d) Manchurian fruit moth(Cydia inopinata)
(e) Cherry fruitworm(C. packardi)
(f) Plum moth(C. prunivora)
⚪
(g) Mexican fruitflies(Rhagoletis spp.)
(h) Peach fruit moth(Carposina
niponenosis)

⚪ Freedom from:
(a) Mediterranean flour moth(Ephestia
kuehniella)
(b) Apricot chalcid

21℃이상에서 2g/㎥로
2시간 또는 이와
동등하게 MB훈증 처리
또는,
0℃이하에서
10일간/0.55℃이하
에서
11일/1.1℃이하에서
12일간 선적 전
저온처리 및 저온수송

⚪ 28℃ 이상에서
16g/㎥로 24시간
MB훈증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Freedom from:
(b) Leaf spot(Septoria helianthi)
(d) Sunflower viruses viz.
재식용 종자
(e) Bruchid(Bruchidius spp.)
(f) Larger Dermestid beetle(Trogoderma
versicolor)

⚪ 상업적 수입시 DAC의
사전승인 필요
⚪ 수출국에서 선적전
metalaxyl 2%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식용 또는
가공용 씨앗

⚪ 수출전 devitalization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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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밤나무류
(Castanea
spp.)

원목

느릅나무류
(Ulmus
spp.)

오크류
(Quercus
spp.)

담배
(Nictiana
tabaccum)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기타사항

원목
(수피 포함)

⚪ Freedom from:
(a) Chest nut blight(Cryphonectria
parasitica)-American strain

⚪ 21℃ 이상에서
48g/㎥로 24시간
또는 이와 동등하게
MB훈증 또는 KD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원목
(수피 포함)

⚪ Freedom from:
(a) Dutch elm disease(Ceratocystis
ulmi)-American & European strains
(b) Elm bark beetle(Scolytidae)

⚪ 21℃ 이상에서
48g/㎥로 24시간
또는 이와 동등하게
MB훈증 또는 KD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원목
(수피 포함)

⚪ Freedom from:
(a) Oak wilt(Ceratocystis fagacearum)
(b) Oak bark beetles(Pseudopityopthorus
spp.)

⚪ 21℃ 이상에서
48g/㎥로 24시간
또는 이와 동등하게
MB훈증 또는 KD 처리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미가공 잎

⚪ Freedom from:
(a) Chocolate moth(Ephestia elutella)
(b) Blue mould(Peronospora hyoscyami
f.sp. tabacina)

⚪ 톤당 ALP(인화늄)
3정을 5~7일간 처리

⚪ Freedom from:
(a) Peronospora hyoscyami sp. tabacina
(b) Phoma andigena
(c) Verticillium albo-atrum
(d)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토마토
sepodonicus
(Lycopersicon
재식용 종자
(e) Bacterial canker(Clavibacter
esculentum)
michiganensis sub sp. michiganensis)
(f) pepino mosaic, tomato aspermy,
tomato black ring, tomato bushy
stunt, tomato ring spot virus
⚪ Freedom from:
(a) Bacterial fruit blotch(Acidovorax
avenae sub sp. citrulli)
⚪ 상업적 수입시 DAC의
(c) Soft rot(Xanthomonas melonis)
재식용 종자
사전승인 필요
(d) Watermelon viruses viz squash
수박
mosaic virus
(Citrullus lanatus)
(e) Verticillium albo-atrum
식용 씨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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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전 열처리하여
devitalization
⚪ 처리내용을 PC에 기재

중앙아시아
□ 다음 품목은 ’06년 이후 수출 기록이 있으며, 그 외 품목은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품목별로 수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5 우즈베키스탄
수출가능 품목
○ 서양란묘, 선인장묘, 알로에묘, 양배추종자, 장미절화
○ 상대국 검역기관이 수입허가서를 발급한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함
- 채소류, 과일류 중 수출금지품목 없음

수출불가 품목
※ 묘목류 중 소나무재선충, AGM 기주식물은 수출불가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16 카자흐스탄
수출가능 품목
○ 사과, 배, 감자, 양배추종자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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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키르기즈스탄
수출가능 품목
○ 선인장묘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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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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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 미

18 미 국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 과실류 : 감(단감), 감귤(한라봉, 천혜향), 밤, 배, 참다래, 포도, 후지사과, 토마토
○ 채소류 : 가지,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딸기(수출가능시기: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릅, 들깻잎, 마늘, 무, 미나리, 상추, 수박,
쑥, 생강, 시금치, 얌(Yam), 양갓냉이, 양파, 연근, 오이,
우엉, 참깻잎, 참외, 취나물, 토란, 파프리카, 호박, 호박잎
※ 미나리 : 뿌리가 없는 상태의 미나리 잎과 줄기로 상업화물로 수출하여야 함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글라디올러스,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호접란, 국화
○ 묘목․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팥, 녹두, 옥수수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당근, 배추, 브로콜리, 수삼, 양배추, 곤드레나물, 곰취
나물, 머위나물, 삼채, 세발나물, 질경이나물, 비름나물
※ 박과류 중 Ivy gourd(Coccinia grandis)는 하와이 수출불가

○ 과실류 : 대추, 복숭아, 살구, 자두
○ 화훼묘․분화 : 재배배체에 심겨진 모든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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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조건부 수출품목
수출품목
감(단감)
감

귤

한라봉,천혜향

국

화

딸

기

수

박

오

이

참

외

호

박
밤

배
분재류

수출검역 요건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3회), 선과검사 등

⚪

선과장 등록, 표면살균, 수출검사

⚪

생산장소 지정, 재배지검사, 포장상자 표기,
수출검사(’07년 미국이 검역요건 부과)

⚪

⚪

수출가능 기간 : 9.15.~5.31.

온실등록, 재배지 예찰트랩조사, 수출검사
(12.1.~4. 30일 기간에만 수출 가능)

⚪

MB훈증(수출 전 또는 미국 도착 후)

⚪

국내에서 수출전 MB훈증 시에는 미검역관 입회

⚪

수출단지 지정, 선과장 승인, 과실 봉지씌우기,

⚪

재배지검사, 양국 검역관 합동 수출검사 등

⚪

양묘장 등록, 재배지 검사, 수출검사

※ 미국 재식용식물 검역강화 규정 발효에 따라 수출 전 사전 확인 필요

⚪

40일간 저온처리 +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

양국 검역관 합동 수출검사

파프리카

⚪

수출단지 지정, 온실재배,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포

도

⚪

수출단지 지정, 과실 봉지씌우기,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토마토

⚪

수출단지 등록, 호박과실파리 예찰 및 절개검사 등

⚪

수출포장 등록 및 토양검사, 수출검역 등

사과(후지)

뿌리달린
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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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품목

부기사항

감

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감귤
한라봉
천혜향

The fruit was given a surface sterilization in accordance with 7CFR part 305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Elsinoe australis.
※ 오렌지더뎅이병 표면살균을 실시한 경우 추가 부기사항 : The citrus in this
consignment were cleaned using normal packinghouse procedures.

국화(절화)

The place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uccinia horiana.”
The shepherd's purse with roots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and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7 CFR 319.56-51 and found

뿌리달린 냉이 free from Hemicycliophora koreana, Paratylenchus pandus, Rotylenchus orientalis,
and Rotylenchus pini.

미나리

The water dropwort (Oenanthe javanica) in 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considered free from Water Dropwort Withes's Broom and Puccinia
oenanthes-stoloniferae.

박과작물
The regulated articles in this shipment were grown in registered greenhouses
(참외, 오이, as specified by 7CFR 319.56-36.
호박, 수박)
밤
(한국에서
MB훈증시)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chestnuts covered
, issued by APHIS officer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 Number
.
※ 밤을 저장 후 수출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

밤
(미국에서
MB훈증시)

Although the shipment has been observed to be inspected, the Import Permit
will insure treatment in the U.S.A. to render it free of pests.

배
후지사과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fruit
) issued by APHIS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 (NO.
. Container NO.:
, SEAL NO. :
officer
※ 한․미 검역관 합동검사 후 미국검역관이 떠난 후에 적용

분

재

These plants were grown in accordance with 7 CFR 319-37-5(q)(2)(i)-(v).
※ 알락하늘소․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인 경우 : The plants for planting in this
shipment, including all plant part (e.g. rootstock, scion, etc.) were solely
grown in Korea under the condition of Federal Order #DA-2011-18 dated
April1, 2011 and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plants are, and have been,
found free of signs and presence of A. chinensis and/or A. glabripennis.

파프리카

These peppers were grown in greenhous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7CFR 319.56-42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Agrotis segetum,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Monilinia
fructigena,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Spedoptera litura, and Thrips
palmi.

포 도

The fruit in the shipment was found free from Conogethes punctiferalis,
Eupoecilia ambiguella, Sparganothis pilleriana, Stathmopoda auriferella,
Monilinia fructigena, and Nippoptilia vitis.

토마토

Tomatoes in this consignment were grown in pest-exclusionary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7CFR 319.56-52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Bactrocera depres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and Thrips pal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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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국(괌, 사이판)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대두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배, 사과, 참다래, 포도, 밤, 토마토, 복숭아,
넥타린, 살구, 자두, 양벚, 비파(Loquat)
○ 채소류 : 가지, 감자, 고구마,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당근, 대황(Rhubarb),
딸기(수출가능시기: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릅, 들깻잎,
마늘, 마쉬멜로우잎, 무, 미나리, 배추, 상추, 셀러리, 수박,
쑥, 생강, 시금치, 순무, 아티쵸크(Artichoke), 얌(Yam), 양갓냉이,
양배추, 양파, 연근, 완두, 오이, 오크라, 우엉, 참깻잎, 참외,
취나물, 콩(Bean), 파속식물(Allium spp.), 파슬리, 파프리카, 호박,
호박잎
※ 파속(Allium sp.) 식물은 지상부가 없는 상태의 Bulb만 수출 가능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호접란,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
○ 묘목, 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 밤, 국화의 수출검역요건과 미나리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미국(본토, 하와이) 참고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팥, 녹두, 옥수수
○ 채소류 : 토란, 박과작물 중 Ivy gourd(Coccinia grandis)는 수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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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캐나다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옥수수, 수수, 팥
○ 과실류 : 감귤, 감(단감), 참다래, 대추, 곶감, 밤, 사과, 배, 밤, 포도, 딸기
○ 채소류 : 가지, 고추(피망), 호박, 냉이, 달래, 들깻잎, 미나리, 배추, 브로콜리,
부추, 상추, 쑥, 쑥갓, 취나물, 당근, 도라지, 무, 양파, 연근,
토란, 참깨, 고구마, 수박, 참외, 오이, 메론, 양배추
○ 종자류 : 고추, 토마토, 박, 수박, 오이, 참외, 호박, 근대, 대파,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아욱, 양배추, 청경채, 당근, 무, 양파, 인삼
○ 버섯류 : 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아가리쿠스, 재배매체가 부착된 버섯류
○ 절화류 : 거베라, 국화,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아이리스, 안개초,
카네이션, 칼라, 튤립, 프리지아, 해바라기, 난초
○ 묘목․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동양란, 서양란, 소사나무묘, 심비디움,
철쭉속(Rhododendron spp.), 풍란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보리, 밀
○ 과실류 : 복숭아, 살구, 자두
○ 채소류 : 감자, 토마토
○ 화훼류 기타 : 낙상홍, 단풍나무, 소나무, 블루베리묘목, 사과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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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캐나다

밤

⚪ 수출국에서 MB(Methyl Bromide)훈증 또는 온탕처리(Hot Water

Treatment)하고 동 사실을 PC에 부기해야 함.
⚪ PC 부기사항

<MB훈증의 경우>
- 상압훈증(Normal atmospheric)
“Material was fumigated with 약량( lbs/1,000ft3) methyl
bromide at
Celcius degree(
Farenheit
degrees) for

hours at normal atmospheric pressure

- 26"진공훈증(26" vacuum)
“Material was fumigated with 약량( lbs/1,000ft3) methyl
bromide at
Celcius degree(
Farenheit
degrees) for

hours at in a 26" vacuum.

<온탕처리의 경우> (50℃에서 최소 45분간)
“Material was hot water treated for a minimum of 45
minutes at 50 Celcius degrees(122 Farenheit degrees)
⚪ MB훈증 기준

- 상압훈증(Normal atmospheric)
3시간

21-26℃

MB 65g/㎥(4lbs/1,000ft3)
MB 65g/㎥(4lbs/1,000ft3)
MB 80g/㎥(5lbs/1,000ft3)

16-20℃

MB 80g/㎥(5lbs/1,000ft3)

10-15℃
4-9℃

MB 96g/㎥(6lbs/1,000ft3)
MB 96g/㎥(6lbs/1,000ft3)

5시간
5시간
6시간

- 26"진공훈증(26" vacuum)
27-36℃ MB 48g/㎥(3lbs/1,000ft3)

2시간

21-26℃

MB 64g/㎥(4lbs/1,000ft3)

2시간

16-20℃

MB 64g/㎥(4lbs/1,000ft3)

3시간

10-15℃

MB 64g/㎥(4lbs/1,000ft3)
MB 64g/㎥(4lbs/1,000ft3)

4시간
5시간

32-36℃
27-3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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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4시간

비고

국가

품목
배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 캐나다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 가능
⚪ 포장 Box에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

문으로 표기
⚪ PC 부기사항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Carposina sasakii,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 truncatus and
A. viennensis
<British Columbia주 이외의 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Carposina sasakii,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 truncatus and A. viennensis
※ PC는 선적전 14일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원본은 캐나다행 선적
화물에 첨부시킴.

사과

⚪ 캐나다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 가능
⚪ 포장 Box에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문

으로 표기
⚪ PC 부기사항

<재배 중 봉지를 씌웠고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Grapholita molesta,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Gymnosporangium yamada, Sclerotinia fructigena,
Amphitetranychus viennensis
<재배 중 봉지를 씌웠고 British Columbia주 이외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Gymnosporangium yamada, Sclerotinia fructigena, Amphitetranychus
vienne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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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사과

<재배 중 봉지를 씌우지 않고 소독처리(MB훈증+저온처리 또는 저온처
리+MB훈증)된 사과로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for Gymnosporangium yamada and Sclerotinia

fructigena, and has been treated to kill Grapholita molesta,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and

Amphitetranychu viennensis
<재배 중 봉지를 씌우지 않고 소독처리(MB훈증+저온처리 또는 저온처
리+MB훈증)된 사과로 British Columbia주 이외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for Gymnosporangium yamada and Sclerotinia

fructigena, and has been treated to kill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and Amphitetranychu viennensis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결과 보고서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통보한
다음 동 기관으로부터 선적을 하여도 좋다는 서신을 받은 후 선적.
※ PC는 선적전 14일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원본은 캐나다행 선적
화물에 첨부.
※ PC사본을 화물의 도착항이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지
역사무소에 적어도 화물이 도착하기 3일전까지 FAX 송부해야 함.
→ PC발급 즉시 사본을 수출지원과로 FAX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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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난초류 □ 흙 또는 흙과 유사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 : 수입금지
□ 승인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
캐나다
식품검사청
고시
⚪ PC에 다음사항 부기
D-96-20
(배양체
“The material was propagated in conformance with the
프로그램)
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
참조
(동 식물은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증식되었음)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배양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뿌리가 노출된 상태)
⚪ 흙, 모래 및 기타 부식물이 없어야 함.
⚪ PC에 다음사항중 한가지 부기

“Material was grown in soil where the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has not been
recorded and where, based on official soil surveys or
other precautionary practices, the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lobodera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do
not occur
(동 식물은 감자암종병이 발생하지 않은 토양 및 토양에 대한 공식적
인 조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씨스트선충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되었음)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do not occur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lant
material
(동 식물의 원산국에서는 감자암종병,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시쓰트
선충이 발생하지 않음)
□ 멸균된 용기내에 A gar 또는 액체배지에서 조직배양된 난초류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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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 돌, 수피가 없는 목가공품과 같이 단단한 불활성물체의 표면에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착생한 난초류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묘목류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해당)

<캐나다의 금지품이 아닌 뿌리가 부착된 식물류>
※ 수입금지품목 : Pinus spp., Prunus spp., Acer spp., Abies
spp., Larix spp., Picea spp., Ulmus spp., Malus spp.,
Pyrus spp., Fraxinus spp., Vitis spp. 등
※ 재식용 식물 검역강화 규정(NAPPRA) 발효에 따라 수출 전 사전 확인 필요

□ 흙 또는 흙과 관련된 물질이 부착된 경우 : 수입금지
□ 흙이나 재배매체가 없는 경우
⚪ 흙, 모래 및 기타 부식물이 없어야 함.
⚪ PC에 다음사항 중 한가지 부기

“Material was grown in soil where the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has not been recorded
and where, based on official soil surveys or other
precautionary practices, the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lobodera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do not occur
(동 식물은 감자암종병이 발생하지 않은 토양 및 토양에 대한 공식적
인 조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씨스트선충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되었음)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are known not
to occur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lant material
(동 식물의 원산국에서는 감자암종병,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시쓰트
선충이 발생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은 다음의 승인된 포장재료(Packing Material)를 사용해

야 함.
“buckwheat hulls, cork(ground), paper, peat moss
(processed/treated), polyacrylamide(water absorbing polymers),
rice chaff, rockwool, sawdust, sphagnum moss(dried/treated),
vermiculite, wood shavings (excels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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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 승인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PC 부기사항

“The material was produced in conformance with the
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
(동 식물은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
□ 멸균된 용기내에 agar 또는 액체배지상에서 조직배양된 묘목류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캐나다의 금지품이 아닌 뿌리가 부착되지 않은 식물류>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 사용하지 않은 승인된 포장재료(Packing Material)를 사용해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산시설에 대한 사전 승인 필요
재배매체
부착된 ⚪ PC 부기사항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한국산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승인받은
입병재배
시설명).”
버섯
(동 선적분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임)
포도

딸기

인삼종자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생산
⚪ 수출단지 지정, 봉지씌우기, 재배지검역, 선과검사, 포장상자에 농가코
드번호 기재, 수출검역 등
⚪ 부기사항 : 없음
※ 봉지씌우기 재배를 하지 않은 경우 MB 훈증소독 후 수출가능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생산
⚪ 재배농가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재배지검역, 포장상자에 역
추적 코드번호 표시, 수출검역 등
⚪ 부기사항 : This ship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ll life stages of any pests regulated by Canada.
⚪ PC 부기사항

- 식물검역증명서에 인삼 탄저병 무감염 부기
- 부기사항: "The material in this consignment is free
of Colletotrichum panacicola"
⚪ 토양 및 식물체 잔재물(줄기, 잎, 기타 식물체 지상부) 미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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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MEMO

MEMO

MEMO

MEMO

중 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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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21 과테말라
○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 채소종자 2종이며, 그 외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채소종자 2종{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m), 고추(Capsicum spp.) 종자}
부기사항
국 문

영 문

동 화물은 검은무늬병(Alternarica brassicicola),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Alternarica

모자이크병(Broad bean wilt virus), 거저리과

brassicicola,

해충(Gonocephalum spp.), 담배나방(Helicoverpa

Gonocephalum spp., Helicoverpa assulta,

assulta), 캐나다엉겅퀴(Cirsium arvense) 및

Cirsium arvense and Imperata cylindrica.

Broad

bean

wilt

virus,

띠(화분과 식물, Imperata cylindrica)에 감염
되지 않았음

수출불가 품목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채소종자 8품목(무,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당근
종자)은 수출허용 요청을 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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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브라질
수출불가 품목
○ 현재 배 생과실과 채소종자 9품목{상추, 토마토, 오이, 호박, 당근, 파,
양파, 수박, 메론}은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수출가능했던 채소종자 8종{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케일
(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배추(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방울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gemmifera), 콜리플라워(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콜라비(Brassica oleracea var. gongylodes),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무(Raphanus sativus) 종자}은 Tobacco rattle virus*가
한국의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삭제되어 수출 불가
* 식물검역증명서(PC) 부기사항에 “공식적인 검역병해충 목록에 의거, Tobacco
rattle virus와 Tomato black ring virus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다”를
기재

23 베네수엘라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11품목{당근, 메론, 박초이(청경채),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토마토}은 베네수엘라 식물검역기관의 수입허가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수출가능
○ 이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58 -

24 아르헨티나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 수박, 양배추, 배추, 상추, 당근, 시금치, 토마토, 오이, 양파,
메론, 박초이(청경채)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번호 반드시 기재

○ 채소종자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
로 확인이 필요함
○ 현재 사과, 배 생과실은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건인삼(백삼) 및 건은행잎은 아르헨티나측이 우려하는 Trogoderma
spp.(수수랭이류) 등 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사항이 부기된 PC첨부
This product has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Trogoderma spp.

25 우루과이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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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에콰도르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현재 사과, 배, 파프리카 생과실 및 채소종자 9품목{무,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호박, 당근}은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27 칠 레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 무, 배추 등
○ 과실류 : 사과․배
※ 재배 중 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우려병해충 미감염 부기

○ 상기 품목 이 외에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칠레

사과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 PC 부기사항

This is to certify that apple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이 화물은 대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었으며 배꽃바구미․복
숭아거위벌레․복숭아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배명나방․참거위벌레
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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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

품목
배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 PC 부기사항

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이 화물은 대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결과 배꽃바
구미․복숭아거위벌레․복숭아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배명나방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

< 국산 과채 ․ 아로마용 ․ 약용 종자류의 대칠레 수출검역요건 >
칠레규정 제7386호('14.2.18. 시행) 및 제9254호('15.3.26. 시행)
❚부기요건이 있는 경우
❍ 종자류에 대한 PC 부기사항 유형 (표 가항)
- 재배기간 중 소독처리 결과 그리고/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무발생포장 증명
- 재배기간 중 재배지검역 결과 무발생포장 증명 그리고/또는 실험실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 소독처리 적용 기준
- 콩바구미과 해충: USDA 및 FAO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MB 또는 PH3
소독처리 (참고 1)
- 콩바구미과 이외 병해충: 수출국에서 이행하는 소독처리방법 인정
* 소독처리 방법 및 결과는 식물검역증명서 Ⅲ항(소독 결과)에 부기
❍ 재배지검역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을 따름
❍ 병해충이 우리나라 미분포 시 소독처리 및 재배지검역 결과 부기사항 대체 가능
“ (병해충)이 (한국)에 미분포함 ”
- 해당 병해충별 국내 분포 여부 및 대체 부기사항 영문 (참고 2)

❚부기요건이 없는 경우
❍ 일반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부기사항 없이 PC 발급 (표 다항)

❚공통 수출검역요건
❍ 흙 및 식물체 잔재물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초 사용하는 신규 용기에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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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과채 ․ 아로마 ․ 약용 종자류의 대칠레 수출검역요건
가. 수출검역증명서에 소독처리, 재배지검역, 실험실분석 결과 부기
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Abelmoschus esculentus(오크라 okra)
(=Hibiscus esculentus)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시된 바에 따라 Callosobruchus
treatment
section
of
the
maculatus(Bruchidae 과) 방제를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
였음
control Callosobruchus maculatus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Allium
Allium
Allium
Allium
Allium
Allium
Allium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본 화물은 Alternaria porri 방제
control Alternaria porri (specify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Alternaria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porri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
growth and found free of Alternaria
었음
porri.

ampeloprasum(코끼리마늘)
ascalonicum(쪽파 shallot)
cepa(양파)
fistulosum(파)
porrum(리크, leek)
schoenoprassum
tuberosum(부추)

Apium graveolens(샐러리)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acutatum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and Phoma apiicola (specify the
acutatum 및 Phoma apiicola 방제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acutatum 및 Phoma apiicola 무발
Colletotrichum acutatum and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Phoma apiicola.

Apium graveolens var. rapaceum
(샐러리악 celeriac)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마지막 재배기간 중의 재배지검
inspection during the last period of
역 결과 Phoma apiicola 무발생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Phoma api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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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Benincasa hispida(동아, 동과)

Cajanus cajan(비둘기콩)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C. lagenarium) (specify the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Colletotrichum orbiculare(= C.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lagenarium).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또는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Colletotrichum truncatum.
되었음
2.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2.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시된 바에 따라 Callosobruchus
treatment
section
of
the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
control Callosobruchus spp. and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Zabrotes subfasciatus (Family: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Regulation Article 3.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acutatum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Capsicum annuum (var. longum,
and C. capsici (specify the treatment
acutatum 및 C. capsici 방제를 위
grossum) (고추)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해 소독처리되었음
Capsicum baccatum(고추속의 일종)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Capsicum chinense(고추속의 일종)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Capsicum frutescens(고추속의 일종)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Capsicum nahum(고추속의 일종)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Capsicum pubescens(푸베센스고추
growth and found free of
acutatum 및 C. capsici 무발생 포
apple chile)
Colletotrichum acutatum and C.
장에서 생산되었음
caps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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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Cicer arietinum
(매부리종/벵갈콩 chick-pea)

Citrullus lanatus(수박)
(=C. vulgaris)

국문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본 화물은 Ascochyta rabiei 방제
control Ascochyta rabiei (specify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Ascochyta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rabiei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
growth and found free of Ascochyta
었음
rabiei.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시)
결과
Xanthomonas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및
campestris pv. cucurbitae and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무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or
또는
•The shipment is free of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Xanthomonas campestris pv.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cucurbitae and Acidovorax avenae
campestris pv. cucurbitae 및
ssp. citrulli according to the official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무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감염되었음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used.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orbiculare(=
C.
lagenarium)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growth and found free of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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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Coriandrum sativum
(고수 coriander)

국문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시) 결과 Xanthomonas hortorum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pv. carotae(= X. campestris pv.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caro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되었음
hortorum pv. carotae(= X.
또는
campestris pv. carotae)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or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The shipment is free of
hortorum pv. carotae(= X.
Xanthomonas
hortorum
pv.
campestris pv. carotae) 무감염되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었음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diagnostic technique used.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또는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apiicola.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ucumis melo(멜론)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syringae pv. lachrymans and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Xanthomonas campestris pv.
또는
cucurbitae.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or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The shipment is free of
syringae pv. lachrymans 및
Pseudomonas
syringae
pv.
Xanthomonas campestris pv.
lachrymans and Xanthomonas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techniqu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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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 Cucumis melo(멜론) 계속 -

Cucumis metuliferus(오이속의 일종)

국문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Colletotrichum orbiculare(= C.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lagenarium).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시) 결과 X. campestris pv.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cucurbi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
campestris pv. cucurbitae.
산되었음
or
또는
•The shipment is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X. campestris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pv.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used.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orbiculare(=
C.
lagenarium)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growth and found free of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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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Cucumis sativus(오이)

국문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Xanthomonas campestris pv.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ucurbitae.
또는
or
•The shipment is free of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pv. lachrymans 및
lachrymans and Xanthomonas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technique used.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orbiculare(=
C.
lagenarium)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growth and found free of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Cucurbita ficicolla(호박속의 일종)
Cucurbita foetidissima(호박속의 일종)
Cucurbita maxima
(호박(서양종) giant pumpkin)
Cucurbita moschata(호박(동양종))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시)
결과
Xanthomonas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ampestris pv. cucurbitae.
또는
or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The shipment is free of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pv. cucurbitae 무감염되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었음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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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국문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 Cucurbita ficicolla, Cucurbita
foetidissima, Cucurbita maxima,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Cucurbita moschata 계속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Colletotrichum orbiculare(= C.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lagenarium).

Cucurbita pepo(조롱박)
Cucurbita pepo var. medullosa
(호박속의 일종)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Xanthomonas campestris pv.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ucurbitae.
또는
or
•The shipment is free of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pv. lachrymans 및
lachrymans and Xanthomonas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technique used.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orbiculare(=
C.
lagenarium)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growth and found free of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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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국문

Daucus carota(당근)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지
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결과 Xanthomonas hortorum pv.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carotae(= X. campestris pv.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caro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되었음
hortorum pv. carotae(= X.
또는
campestris pv. carotae)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or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The shipment is free of
hortorum pv. carotae(= X.
Xanthomonas
hortorum
pv.
campestris pv. carotae) 무감염되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었음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diagnostic technique used.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Foeniculum dulce(회향 fennel)
(=F. vulgare var. dulce)
Foeniculum vulgare
(회향 common fennel)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Phoma apiicola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apiicola.

1.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pv. pisi 및 Curtobacterium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syringae
pv.
pisi
and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또는
flaccumfaciens.
Lablab purpureus(=Dolichos lablab)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편두 lablab-bean)
or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The shipment is free of
syringae
pv.
pisi
및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and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pv. flaccumfaciens 무감염되었음
flaccumfaciens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used.

- 69 -

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국문

2.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2.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시된 바에 따라 Callosobruchus
treatment
section
of
the
spp.
및
Zabrotes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
- Lablab purpureus(=Dolichos lablab)
계속 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
control Callosobruchus spp. and
였음
Zabrotes
subfasciatus(Family: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C. lagenarium) (specify the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Lagenaria siceraria(박과 bottle ground)

Lathyrus sativus
(하늘콩 clickling-pea)
Lens culinaris(렌틸콩 lentil)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Colletotrichum orbiculare(= C.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lagenarium).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treatment
section
of
the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sp.(B. pisorum 및 B. rufimanus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endotubercularis),
Bruchus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sp.(except B. pisorum and B.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를 실시하였음
and Zabrotes subfasciatus(Col.: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Regulation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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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Lycopersicon esculentum(토마토)
(= Solanum lycopersicum)
Lycopersicon esculentum
× Lycopersicon hirsutum

국문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지
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결과 Potato spindle tuber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viroid(PSTVd) 무발생 포장에서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생산되었음
and found free of Potato spindle
또는
tuber viroid(PSTVd).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 결
or
과
Potato
spindle
tuber
•The shipment is free of Potato
viroid(PSTVd) 무감염되었음
spindle
tuber
viroid(PSTVd)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C. lagenarium) (specify the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Momordica charantia(여주 balsam pear)

Petroselium crispum (P. hortense)
(파슬리)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Colletotrichum orbiculare(= C.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lagenarium).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
treatment
section
of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Phoma apiicola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api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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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국문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시)

결과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and found free of Curtobacteri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or
•The

shipment

is

free

of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pv.

pisi

및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syringae

flaccumfaciens according to the

Curtobacterium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pv. flaccumfaciens 무감염되었음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used.

Phaseolus coccineus
(=P. multiflorus)
(강남콩속의 일종 multiflora bean)
Phaseolus lunatus
(강남콩속의 일종 lama bean)
Phaseolus vulgaris
(강남콩 kidney bean)

Curtobacterium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flaccumfaciens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되었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또는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found free of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Colletotrichum truncatum.

되었음

3.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treatment
section
of
the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Bruchus sp.(B. pisorum 및 B.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rufimanus 제외), Callosobruchus

endotubercularis),

spp.

Bruchus

및

Zabrotes

sp.(except B. pisorum and B.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

and Zabrotes subfasciatus(Col.:

였음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Regulation Article 3.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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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국문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1.•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pv. pisi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

syringae pv. pisi.

었음
또는

or
•The

Pisum sativum(완두콩)

shipment

is

free

of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syringae pv. pisi 무감염되었음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diagnostic technique used.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2.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2.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treatment

endotubercularis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

endotubercularis), Callosobruchus

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

spp.

였음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Bruchidae) in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Article 3.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본
C.

lagenarium)

treatment

(specify

section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the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Sechium edule(박과 Sechium속의 일종)

화물은

the

or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또는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growth

and

Colletotrichum

free

of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orbiculare(=

C.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found

lagen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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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Solanum tuberosum
(씨감자 potato seed)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본 화물은 재배지검역 및 정밀분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석(진단법 부기) 결과 Potato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spindle tuber viroid(PSTVd) 및
and found free of Potato spindle
Arracacha virus B 무발생 포장에
tuber viroid(PSTVd) and Arracacha
서 생산되었음
virus B.

Vicia faba(잠두 broad bean)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treatment
section
of
the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sp.(B. pisorum 및 B. rufimanus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endotubercularis),
Bruchus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sp.(except B. pisorum and B.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를 실시하였음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Regulation Article 3.

Vigna angularis(팥)
(=Phaseolus angularis)

1.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1.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treatment
section
of
the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sp.(B. pisorum 및 B. rufimanus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endotubercularis),
Bruchus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sp.(except B. pisorum and B.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를 실시하였음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Regulation Article 3.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되었음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or
또는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growth and found free of
되었음
Colletotrichum trunc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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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국문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1.•본 화물은 재배지검역 및 정밀
분석(진단법

부기)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and found free of Curtobacterium

pv. flaccumfaciens 무발생 포장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에서 생산되었음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또는

or
•The

shipment

결과

is

free

of •본 화물은 진단법에 따른 실험실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정밀 결과 Pseudomonas syringae

flaccumfaciens according to the

pv.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무감염되었음

pisi

및

Curtobacterium

used.
2.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Vigna mungo(=Phaseolus mungo)
(강낭콩속의 일종 black gram)

2.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명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treatment

the

Bruchus spp.(B. pisorum 및 B.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rufimanus 제외), Callosobruchus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spp.

endotubercularis),

Bruchu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

spp.(except B. pisorum and B.

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였음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section

of

및

Zabrotes

Regulation Article 3.
3.•본
3.•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화물은

Colletotrich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되었음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growth

되었음

and

found

free

Colletotrichum trunc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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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부기사항
종자 학명(일반명)
영문(비공식)

국문

1.•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or
•The

shipment

is

free

of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Bruchus

spp.(except B. pisorum and B.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부기)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결과

pv. flaccumfaciens 무발생 포장
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진단법에 따른 실험실

정밀

결과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무감염되었음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found

free

Colletotrichum trunc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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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B.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spp.(B. pisorum 및 B.
rufimanus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
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
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화물은

Colletotrich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or

and

명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3.•본

3.•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growth

분석(진단법

2.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2.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Vigna radiata var. radiata(녹두)
(=Phseolus aureus)
Vigna unguiculata(동부콩 cowpea)
(=Vigna sinensis)

1.•본 화물은 재배지검역 및 정밀

of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되었음

참고 1

콩바구미과 해충에 대한 종자류 소독처리 요건
1) 상압 훈증상에서 MB 훈증 대상 종자류
Abelmoschus esculentus, Cajanus cajan, Lablab purpureus, Lathyrus sativus, Lens culinaris,
Phaseolus coccineus(=P. multiflorus), Phaseolus lunatus, Phaseolus vulgaris, Pisum sativum,
Vigna angularis, Vigna mungo(= Phaseolus mungo), Vigna radiata var. radiata(= Phaseolus
aureus), Vigna unguiculata(=Vigna sinensis)
최소 농도(g):

온도 (ºC)

약량
(g/m3)

0.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 21.1

48

38

-

24

-

-

-

15.5 - 21.0

48

38

29

-

24

-

-

10.0 - 15.4

48

38

29

-

-

24

-

4.4 - 9.9

48

38

29

-

-

-

24

USDA/APHIS/PPQ 소독처리 매뉴얼 T203-d-1

2) 진공 훈증상에서 MB 훈증(660mm = 26”) 대상 종자: Vicia faba
약량 (g/m3)

투약시간 (시간)

온도 (℃)

48

3.5

21.1 - 35.5

48

4

15.5 - 21.0

48

4.5

10.0 - 15.4

48

5

4.4 - 9.9

USDA/APHIS/PPQ 소독처리 매뉴얼 T203-d-2

3) 포스핀 훈증: 상기 1) 및 2)에서 언급한 모든 종자류
약량 (g/m3)

투약시간 (일)

온도 (ºC)

2.5

7

12 - 15.9

2.5

6

16 - 20.9

2.5

5

21 - 25.9

2.5

4

26 이상

FAO 해충 방제 훈증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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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칠레측 우려 병해충에 대한 국내 분포 여부*
국내 분포(14종)

국내 미분포(11종)

○ Collosobruchus spp.[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국내 분포종: Collosobruchus chinensis (팥바구미)

○ Callosobruchus maculatus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Bruchidius spp.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국내 분포종: Bruchidius coreanus,
B. dorsalis, B. japonicus,
B. urbanus, B. compactus

○ Zabrotes subfasciatus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Bruchus spp.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국내 분포종: Bruchus pisorum, B. rufimanus

○ Ascochyta rabiei

○ Phoma apiicola
○ Colletotrichum capsici

○ Alternaria porri

○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 Colletotrichum truncatum

○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 Colletotrichum acutatum

○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걀쭉병)

○ Pseudomonas cyringae pv. lachrymans

○ Arrancacha virus B

* 2015. 3월 현재 상황이므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시점에 우리나라 분포 여부
재확인 필요

국내 미분포 병해충에 대한 종자류 대체 부기사항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병해충 학명

국문

○ Callosobruchus maculatus [Bruchidae(콩바구미과)]
○ Zabrotes subfasciatus [Bruchidae(콩바구미과)]
○ Phoma apiicola
○ Colletotrichum capsici
○ Ascochyta rabiei

”(pest(s)) is/are not "(병해충)은 (국가)에
present in (country).”
분포하지 않음”

○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걀쭉병)
○ Arrancacha viru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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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대상 종자류 (특정 부기사항 없음)
학명

일반명(영명)

Achillea millefolium

톱풀속의 일종

Anethum graveolens

소회향

Angelica arcangelica

당귀속의 일종

Anthemis nobilis

Anthemis속의 일종

Anthriscus cerefolium

Anthriscus속의 일종(chervil)

Arctium lappa

우엉

Arnica montana

솜방망이속의 일종

Arnica spp.

솜방망이속

Asparagus officinalis

아스파라거스

Artemisia absinthium

쑥속의 일종

Artemisia dracunculus

쑥속의 일종(tarragon)

Artemisia nobilis

쑥속의 일종

Atriplex hortensis

산시금치

Barbarea verna (=B. praecox)

후추풀(cress)

Beta vulagris var. hortensis

근대속의 일종

Beta vulgaris var. cicla

근대속의 일종

Bixa orellana

홍목과 Bixa속의 일종

Borago officinalis

서양지치

Brassica campestris

배추

Brassica campestris
(ssp. chinensis, pekinensis, rapifera)

배추속의 일종

Brassica carinata

배추속의 일종

Brassica juncea

갓

Brassica napus var. napobrassica

스웨덴 순무

Brassica nigra

흑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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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botrytis,
capitata, gemmifera, gongylodes, italica)

양배추 등

Brassica perviridis

배추속의 일종

Brassica rapa var. japonica

배추속의 일종

Calendula officinalis

금잔화속의 일종
(garden marigold)

Capparis spp.

풍접초과 Capparis속

Carum carvi

장회향(caraway)

Chaerophyllum bulbosum

산형과 Chaerophyllum속의 일종

Chelidonium majus

애기똥풀(greater celandine)

Cichorium endivia (var. crispum, latifolia)

꽃상추속의 일종

Cichorium intybus

치커리

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꽃상추속의 일종

Cnicus benedictus

국화과 Cnicus속의 일종

Cryptotaenia japonica

파드득나물

Cuminum cyminum

커민 cummin

Cymbopogon citratus

레몬그래스 lemon grass

Cynara scolymus

아티초크 artichoke

Echinacea angustifolia

국화과 Echinacea속의 일종

Echinacea purpurea

국화과 Echinace속의 일종
(purple coneflower)

Eruca sativa

십자화과 Eruca속의 일종
(garden rocket)

Eruca vesicaria

십자화과 Eruca속의 일종
(purple-vein rocket)

Galium odoratum

솔나무속의 일종

Hesperis steviniana

국화과 Hesperis속의 일종

Hypericum perforatum

서양고추나물

Hypericum olimpicum

물레나무속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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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Lactuca sativa

상추

Lavandula latifolia

꿀풀과 Lavandula속의 일종

Lavandula angustifolia (=L. officinalis)

라벤더

Lepidium album

다닥냉이속의 일종

Lepidium sativum

큰다닥냉이

Lippia citriodoran

레몬버베나(lemon verbena)

Lippia triphylla

Lippia속의 일종

Macromeria viminea

지치과 Macromeria속의 일종

Matricaria chamomilla

카밀레

Matricaria recutita (=Chamomilla recutita)

개꽃속의 일종

Melissa officinalis

꿀풀과 Melissa속의 일종

Mentha arvensis

박하

Mentha citrata (=M. piperita var. citrata)

박하속의 일종

Mentha gentilis (=M. arvensis × M. spicata)

박하속의 일종

Mentha piperita (M. aquatica × M. spicata)

매운 박하

Mentha pulegium

박하속의 일종

Montia perfoliata

박하속의 일종

Myrrhis odorata

스위트시슬리(sweet cicely)

Nasturtium officinalis

십자화과 Nasturtium속의 일종

Nepeta cataria

개박하

Ocimum basilicum

바실

Origanum majorana (=Magorana hortensis)

꿀풀과 Origanum속의 일종

Origanum vulgare

꽃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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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Pelargonium asperum

제라늄속의 일종

Physalis peruviana

케이프구즈베리

Pimpinella anisum

아니스(anise)

Piper nigrum

후추

Plantago lanceolata

창질경이

Raphanus sativus

무우

Raphanus sativus (var. longipinnatus, radicula)

무우아재비, 갯무

Rosmarinus officinalis

로즈마리

Rosmarinum prostatus

꿀풀과 Rosmarinum속의 일종

Rumex acetosa

수영 sorrel

Rumex acetocella

애기수영

Rumex scutatus

여뀌과 소리쟁이속의 일종

Ruscus aculeatus

러스커스

Ruta bracteosa (=R. graveolens)

운향과 Ruta속의 일종

Salvia officinalis

세이지(sage)

Salvis spp.

사루비아속

Sambucus nigra

딱총나무속의 일종

Satureja hortensis

세이보리(savory)

Satureja spp.

꿀풀과 Satureja 속의 일종

Sinapis alba

들갓속의 일종

Solanum melongena

가지

Spinacea oleracea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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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Tanacetum parthenium

쑥국화속의 일종

Taraxacum officinale

서양민들레

Tetragonia expansa (=T. tetragonioides)

뉴질랜드시금치

Thymus spp.

백리향속

Tragopogon porrifolius

쇠채아재비속의 일종

Tropaeolum majus

한련 indian cress

Urtica dioica

쐐기풀속의 일종

Valeriana officinalis

쥐오줌풀

Valerianella locusta (=V. olitoiria)

돌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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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콜롬비아
수출가능 품목
○ 채소종자 11품목{수박, 양배추, 배추, 상추, 당근, 시금치, 토마토, 오
이, 양파, 메론, 박초이(청경채)}은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시 재배지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채소종자 11품목 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
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
이 필요함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콜롬
비아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오이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Fusarium oxysporum,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Squash mosaic virus have not been detected from the seed
(종자에서 Fusarium oxysporum,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Squash mosaic viru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has been grown in the area free from Cladosporium
cucumerium
(Cladosporium cucumerium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박과류 ⚪ PC 부기사항
종자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Gourd,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Calabash)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Cladosporium cucumerium, Phoma citrulina
(종자에서 Cladosporium cucumerium, Phoma citruli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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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

품목
토마토
종자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seudomonas syringae pv. tomato,
Tomato black ring virus, Tomato bunchy top virus, Tomato
ring spot virus
(종자에서 Pseudomonas syringae pv. tomato, Tomato black
ring virus, Tomato bunchy top virus, Tomato ring spot
viru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무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Leptosphaeria maculans
(종자에서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Leptosphaeria maculan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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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브로콜리 ⚪ PC 부기사항
종자,
꽃양배추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종자,
순무종자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종자에서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상추종자 ㅇ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Septoria lectucea, Pseudomonas
chicori, Xanthomonas campestris pv. vitians, Arabis mosaic
virus, Lettuce mosaic virus, Lettuce yellow mosaic virus,
Tomato spotted wilt virus
(종자에서 Septoria lectucea, Pseudomonas chicori,
Xanthomonas campestris pv. vitians, Arabis mosaic virus,
Lettuce mosaic virus, Lettuce yellow mosaic virus, Tomato
spotted wilt viru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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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양배추 ㅇPC 부기사항
종자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종자에서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s. Especially free from
Cyperus, Cuscuta, Striga and Crobanche
(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잡초가 없음. 특히 Cyperus, Cuscuta,
Striga 및 Crobanche 속과 같은 잡초는 발견되지 않았음)

당근
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Stemphylium radicinum, Alternaria
dauci,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종자에서 Stemphylium radicinum, Alternaria dauci,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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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수출불가 품목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현재 무균배양 인공씨감자는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29 페 루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배․파프리카
※ 재배 중 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우려병해충 미감염 부기

○ 식물체 : 선인장 (Gymnocalycium mihanovichii var. hibotan)
○ 종자류 :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 종자류이며, 그 외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학명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subvar cymosa
(=B. oleracea var. italica)
Lagenaria siceraria
(=Cucurbita lagenaria)
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B. pekinensis)
Cucumis melo
Cucumis sativus
Capsicum annuum
Raphanus sativus
Citrullus lanatus
Lycopersicon esculentum
Cucurbita pepo
(=Cucurbita mamme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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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브로콜리
재래박
양배추
멜론
오이
고추
무
수박
토마토
조롱박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페루

품목
배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 PC 부기사항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QI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Product free from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esta, Lopholeucaspis japonica,
Pseudococcus comstocki, Botryosphaeria dothidea, Molinia
fructigena and Nectria galligena"
(동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배나무흰
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겹무늬병, 잿빛무늬병 및 혹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파프
리카

⚪ PC 부기사항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Fresh paprika come from green houses or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QIA-Korea"
(파프리카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온실 또는 포장)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Product free Frankliniella inton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and Thrips palmi"
(동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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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0 멕시코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배
※ 재배 중 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우려병해충 미감염 부기

○ 종자류 :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 종자류이며, 그 외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학명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Allium cepa
Capsicum annum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Lactuca sativa
Cucumis melo
Brassica rapa
Brassica chinensis
Capsicum frutescens
Raphanus sativus
Citrullus lanatus
Solanum melongena
Cucurbita maxima
Spinacea oleracea
Allium porrum

한글명
브로콜리
양파
고추
양배추
꽃양배추
상추
멜론
순무
청경채
고추속의 일종
무
수박
가지
서양호박
시금치
유럽파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 PC 부기사항

멕시코

배

"Container number" (컨테이너 번호)
*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Container seal number)도 함께
부기 가능
"This product meets the Work Plant agreed between
SAGARPA and QIA, being free of quarantine pests alive."
(동 화물은 SAGARPA와 QIA간에 합의한 워크플랜에 적합하고,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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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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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동 국가

31 바레인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쌀, 콩
○ 과실류 : 배, 사과, 단감, 대추, 잣, 감귤
○ 채소류 : 무, 배추, 들깻잎, 콩나물, 참깨, 고추, 버섯 등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단, 휴대하는 곡류, 과실, 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 없음

32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전체
○ 과실류 : 전체(코코넛 과실은 수입금지)
○ 채소류 : 전체
○ 종자류 : 무
○ 버섯류 : 전체
○ 화훼류 기타 : 선인장묘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단, 휴대하는 곡류, 과실(코코넛 과실은 수입금지),
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 없으나 입국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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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랍에미리트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찹쌀, 현미, 보리, 수수, 조, 콩, 팥, 백미
○ 과실류 : 배, 사과, 감귤, 단감, 포도, 밤, 매실, 자두, 멜론, 수박, 복숭아,
참외
○ 채소류 : 당근, 양배추, 달래, 쑥, 양상추, 우엉, 시금치, 대파, 부추, 배추
○ 종자류 : 무, 배추, 오이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 화훼류 기타 : 알로에묘, 팔레놉시스묘, 선인장묘
○ 기타 : 건채소류, 배합사료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34 아프가니스탄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백미, 옥수수, 콩
○ 채소류 : 감자, 고추, 들깻잎, 마늘쫑, 무, 배추, 생강, 오이, 완두, 우엉,
인삼, 참깨, 토마토
○ 종자류 : 고추, 시금치,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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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 만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전체
○ 과실류 : 전체
○ 채소류 : 전체
○ 종자류 : 고추, 시금치, 토마토, 무
○ 버섯류 : 식물검역증명서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휴대식물도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함

36 이라크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찹쌀, 흑미, 녹두, 수수, 옥수수, 조, 콩, 팥
○ 과실류 : 단감, 배, 사과
○ 채소류 : 고추, 배추, 생강, 콩나물, 참깨
○ 건채류 : 건고구마줄기, 건고사리, 건취나물, 무말랭이, 건토란대
○ 종자류 : 고추, 시금치, 토마토
○ 버섯류 : 양송이, 표고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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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 란
수출가능 품목
○ 곡류(백미), 과실류(배), 기타(건채소류)
○ 종자류(배추, 브로콜리, 오이, 양파, 양배추, 토마토)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38 이스라엘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백미는 소비용에 한해 수출가능
○ 배, 뿌리없는 접목선인장은 수출검역요건 이행 조건부로 수출가능
① 배 수출요건
1) 배는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재배지 예찰결과 보고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 잿빛무늬병, 산호세깍지벌레, 벚나무응애 등),
수출검사, 제반서류(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상대국 수입허가서) 등
2)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greement on Korean pea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23 October 2001. The fruit originate from orchards south of the River
Han and from orchards clear, with a radius of 200m of Juniperusspp. In
addition the orchards were found to be: free from Gymnosporangiumspp.,
free from Monilinia fucticola for at least six weeks prior to picking of the
fruit, free from Quadraspidiotus perniciosus during the last two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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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 free from the mites Teranychus kanzawai, T. truncatus and T.
viennensis according to surveys and practically free from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 와 화물 컨테이너 seal번호 부기
②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 수출조건
1)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양묘장 등록(매년 2월 1일까지 등록), 재배지
검사, 재배지검사 기록부 기록, 소독처리, 수출검사 등
2)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rrangement on unrooted grafted cacti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June 5, 2008. The mother stock plants from which the unrooted
grafted cacti originated were officially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Helminthosporium cactivorum,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and cactus mild mottle virus. The grafted cacti were officially
inspected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from Brevipalpus russulus, Incilaria
confusa and all other quarantine pests.” 부기
○ 버섯은 일부 품목(Agaricus sp., Lentinus sp.)만 수출 가능

- 수출 전에 이스라엘 식물검역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출불가 품목
○ 배, 뿌리없는 접목선인장, 버섯(일부) 이외 품목은 수출할 수 없음
○ 사과는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이스라엘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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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 멘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 후추, 들깨, 치커리 청경채, 가지, 조롱박, 브로콜리, 파프리
카, 당근, 멜론, 호박, 무, 겨자, 수박, 배추, 양배추, 꽃양배
추, 토마토, 피망, 양상추, 고추, 오이, 양파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40 카타르
수출가능 품목
○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 전체
※ 100kg 이하의 휴대하는 곡류, 과실, 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
없으나 입국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41 쿠웨이트
수출가능 품목
○ 곡류(콩), 과실류(배), 종자류(상추, 양배추), 버섯류(표고)
○ 채소류 : 미나리, 쑥갓, 참나물, 깻잎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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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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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세아니아․태평양

42 뉴질랜드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찹쌀, 보리, 조, 밀, 옥수수, 콩, 수수
※ 콩, 수수는 발아가 되지 않도록 불활 처리해야 수출가능

○ 과실류 : 배(미국, 캐나다, 호주 배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
포도(뉴질랜드 수출 선과장에 등록된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 종자류 : 고추*,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당근, 대파, 브로콜리
* 표시된 종자는 특정 병해충 무감염 증명 등 수입 요건이 있는 품목
이므로 상세 부기사항 확인 필요
※ 박과류 종자는 CGMMV와 KGMMV 무발생 지역이나 무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되거나, 정밀검사(최소 2,000립) 후 두 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
※ 고추 종자(Capsicum spp.)는 Pepper chat fruit viroid (PCFVd)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에 대해 무발생 지역이나 무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되거나,
정밀검사(최소 3,000립) 후 두 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

○ 화훼류 기타 : 선인장묘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포도, 사과, 단감, 밤, 복숭아, 참다래, 살구, 자두
○ 채소류 : 파프리카, 메론(참외), 딸기, 인삼, 브로콜리,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피망,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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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류 : 팽이, 새송이, 느타리, 만가닥, 표고, 송이, 양송이, 영지
○ 절화류 : 백합, 장미, 국화,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카네이션, 난초, 튤립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상기 품목 중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뉴질랜드측에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를 진행 중임

□ 수출검역조건 및 부기사항
○ 배는 미국․캐나다․호주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것만 수출 가능하며,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found to be free of any visually detectabl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New Zeal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been trea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Arrangement betwe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concerning
the access of host material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into New Zealand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anamorph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 선인장묘는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Ⅰ] This Botanical Material is the Ornamental Bare-Root Nursery Stock of
SPECIMENS

ARTIFICIALLY

PROPAGATED

AS

DEFINED

BY

CITES,

INCLUDED IN APPENDIX Ⅱ - FLORA (PLANTS)- CACTACEAE (Cacti) spp.
7 Product(s).
[Ⅱ] This nursery stock has been sourced from a Pest free place of production which
is free from Helicobasidium mompa.
[Ⅲ] It was grown from cuttings in a soil-less growing medium in the containers
maintained out of contact with the soil.
[Ⅳ] It has received the following 3 Chemical Dips Treatment within 7 days of export:
a) Abamectin @ 0.09gm per liter for a duration of 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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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loropiriphos @2.4gm per liter for a duration of 3-min.
c) Carbaryl @ 1.5gm per liter for a duration of 3-min.
[Ⅴ] It has received the following 3 Chemical Sprays Treatment within 7 days of
export:
a) 10mg per liter of Bromo-chloro-dimethylhydantoin for 5 min, and
b) 1g per liter of Benzimidole Carbendazim for 20min, and then,
c) 2g per liter of Dicarboximide Iprodione for 30min.

○ 포도는 뉴질랜드 수출 선과장에 등록된 농가에서 생산된 것만 수출
가능하며,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Ⅰ] 과수원 등록번호
[Ⅱ] 선과장 등록번호
[Ⅲ] 컨테이너 봉인번호
[Ⅳ] 부기사항
ⅰ)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doxophyes orana, Chrysomohalus dictyospermi, Conogethes
punctiferalis, Drosophila suzuki, Monilinia fructigena, Stathmopoda auriferella,
Tetranychus kanzawai and Thrips palmi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 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ⅱ) “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fresh table grape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대한민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포도와 관련된 경제적
으로 중요한 과실파리가 없음이 증명되었음)
[Ⅴ]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 양국이 합의한 수출 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http://mpi.govt.nz/law-and-policy/requirements/import-health-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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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호 주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백미, 보리, 밀, 수수, 콩, 강낭콩, 팥, 녹두
※ 흙, 잡초, 볍씨 등이 없어야 하고, 깨끗하게 도정되어야 함

○ 과실류 : 배(하동, 상주, 나주), 단감, 가공 밤, 파프리카, 포도(상주,
화성, 천안)
※ 수출검역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수해야 함

○ 채소류 : 양파, 파프리카 (수출검역요건 준수)
○ 종자류 : 고추,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오이, 참외, 파, 호박
※ 박과류 종자는 정밀검사(최소 9,400립) 후 CGMMV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PC 부기

○ 버섯류 :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만가닥, 목이, 흰목이
※ 버섯류의 재배매체는 동물 및 동물성 부산물이 없어야 하고, 121℃에서 30
분간 소독 처리해야 함(PC에 부기)

○ 절화류 : 장미,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 장미 등 증식 가능한 것은 활력제거 처리 및 부기, MB 의무훈증

○ 화훼류 기타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아이비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감귤, 밤, 복숭아, 자두, 살구, 참다래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메론(참외), 딸기, 브로콜리,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피망,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고구마, 감자, 수삼
○ 절화류 : 백합, 국화, 카네이션, 난초, 튤립,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양국이 합의한 수출 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호주 농업수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품목별로 수출 가능여부 확인 필요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online-services/b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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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호주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양파 ⚪ PC 부기사항
(가공용)
“A representative sample of 600 onions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symptoms of onion smut
(Urocystis cepulae Frost) and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soil
(600개의 대표샘플을 검사한 결과, 깜부기병(onion smut :
Urocystis cepulae Frost)의 병징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흙이 부
착되지 않았음)
※ 완전히 봉인된 드라이박스(dry box) 또는 냉동선박 컨테이너
(reefer shipping containers)로 수입되어야 함
배

⚪ 모든 박스에 “For Australia를 표시하고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

장 번호, 검사일자가 표시된 라벨 부착
⚪ PC 부기사항

“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NPQS and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 농업부의 한국산 배 협정에 따라 생
산 및 검사되었음)
※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추가 부기사항
“Pears from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orchards
free from fire blight (caused by Erwinia amylovora) and
black stem blight (caused by Erwinia pyrifoliae).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음)
포도

⚪ PC 부기사항

1.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4.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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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4 미크로네시아
○ 사과, 배, 감귤, 복숭아, 감(단감), 딸기, 포도, 파프리카, 참외(멜론),
토마토에 대해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45 팔라우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자두, 복숭아, 양벚, 넥타린
○ 채소류 : 수삼, 양배추, 마늘쫑, 무, 수박, 당근, 상추, 근대, 깐마늘,
들깻잎, 쑥갓, 감자, 알로에, 꽃양배추, 브로콜리, 미나리,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참외, 배추, 고구마, 마늘, 샐러리,
파슬리, 양파, 생강, 부추, 딸기, 콜리플라워, 멜론, 버섯, 순무

수출불가 품목
○ 복숭아, 감(단감), 딸기, 멜론은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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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MEMO

MEMO

EU․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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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러시아

46 EU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수출불가 품목
○ 감자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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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재배매체는 식물의 생명력유지를 위해 식물에 부착된 재배매체는
다음사항을 공식 증명하는 조건으로 허용
1) 재식시점 : 흙 또는 유기물이 없거나, 적절한 시험 또는 열처리,
훈증 등을 통해 유해해충 및 선충에 감염되지 않음, 유해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열처리나 훈증을 하였음.
2) 재식이후 : 재배매체는 유해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음을 보증하거나, 출발에 앞서 2주일 내에 수송 중 생명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를 제거하였으며, 사용된
재배매체는 1)의 요건에 부합되게 사용하였다는 증명
○ 감귤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부록ⅣAⅠ, 16.2. : 감귤궤양병 관련〉
(a) 과실이 감귤궤양병(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생으로 인정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과실이 감귤궤양병(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생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c) 감귤궤양병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이웃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은 감귤궤양병의
병징이 보이지 않으며, 과실은 Sodium Orthophenylphenate와 같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과실은 등록된 선과장에서 포장되었음.

〈부록ⅣAⅠ, 16.3. : Cercospora angolensis 관련〉
(a) 과실이 Cercospora angolensis 무발생으로 인정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과실이 Cercospora angolensis 무발생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c) Cercospora angolensis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이웃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에서
Cercospora angolensis 병징이 보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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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ⅣAⅠ, 16.4. : Guignardia citricarpa 관련〉
(a) 과실이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생
으로 인정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과실이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생
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c) Guignardia citricarpa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이웃
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은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의 병징이 보이지 않았음.
(d) 과실은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에 대해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었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에서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의 병징을 볼 수 없었음.

〈부록ⅣAⅠ, 16.5. : 과실파리 관련〉
(a) 과실이 Tephritidae(과실파리과) 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b) Tephritidae의 증상이 최근 생육이 시작된 이후 생산포장이나 이웃
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최소한 공식적인 검사가 수확되기 3개월
전부터 매달 수행되었고, 생산 장소에서 수확한 모든 과실에서
Tephritidae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거나,
(c) 과실은 대표표본에 대한 적절한 공식적인 조사에서 모든 발육단계
에서 Tephritidae가 발생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거나,
(d) 과실은 적절한 소독처리를 받았음.
○ 복숭아 ․ 자두 ․ 살구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a) 과일은 Monilinia fructicola가 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과실이 Monilinia fructicola가 무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c) 과실이 Monilinia fructicola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확 전
또는 수출검사 전에 적절한 검사와 소독처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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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종자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부록 ⅣAⅠ,48. :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g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관련〉
(a) 종자는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g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b)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g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에 의한 병징이 생육을
완성하는 동안 생산지역의 식물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c) 종자는 최소한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g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에 대해 대표
표본을 이용 적절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
에서 유해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EU-Decision 2004/200 /EG, 부록 : Pepino mosaic virus 관련〉
1a) 종자는 Pepino mosaic virus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1b) Pepino mosaic virus의 병징이 최종생육 한 세대 동안 생산지역의
식물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1c) 종자는 Pepino mosaic virus에 대한 대표표본을 이용 적절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 시험에서 Pepino mosaic virus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
○ 장미절화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부록ⅣAⅠ, 45.2. : 담배가루이 관련〉
(a)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
되었거나
(b) 수출 직전에 공식적으로 검사하여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카네이션절화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부록ⅣAⅠ,32.2. :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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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화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부록ⅣAⅠ,27.2.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관련〉
(a)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
(담배거세미나방)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
할 수 없었거나,
(b) 식물은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
처리가 되었음.
○ 난초절화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부록ⅣAⅠ,36.2. :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관련〉
(a) 절화는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수출 바로 전에 공식적으로 검사하였고 오이총채벌레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 국화절화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부록ⅣAⅠ,32.2. :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 관련〉
(a) 절화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부록ⅣAⅠ,27.2.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관련〉
(a)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
(담배거세미나방)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
할 수 없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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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물은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
처리가 되었음.
○ 분재류 :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관리 후 수출
(a) PC 부기사항
-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 양묘장 명 및 등록번호
- 선적 2주전에 처리한 약제명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02/499/EC
※ 분재의 종류, 수량, 표찰번호 등을 수출검사 신청자에게 교부

○ 침엽수 목재류(목재포장재 포함)
(a) 수피가 제거되어야 함.
(b) Monochamus spp.에 의하여 야기되는 grub holes가 없을 것(동
목적을 위하여 구멍의 직경이 3mm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c) 제조시점에 수분함량이 20%이하이어야 함.
○ 장미묘목 : 잎, 꽃, 과실이 없는 휴면식물로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
증명서에 부기해야 함.
※ 잎, 꽃, 과실이 있는 재식용 식물은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됨

〈부록ⅣAⅠ,33. : 재식되었거나 재식하려는 식물로 노지에 자란 뿌리가
있는 경우〉
(a)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sependoniscus (Spieckermann and Kotthoff)
Davis et al., Globodera pallida (Stone) Behrens, Globodera rostochiensis
(Wollenweber)

Behrens,

Synchytrium

endobioticum

(Schilbersky)

percival이 발생되지 않은 장소에서 생산되었음.
○ 카네이션묘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함.

〈부록ⅣAⅠ,27.1. : Heliothis armigera, Spodoptera littoralis 관련〉
(a)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에서 Heliothis armigera Hubner이나
Spodoptera littoralis (Boisd.)의 증상을 관찰할 수 없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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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물이 Heliothis armigera Hubner이나 Spodoptera littoralis (Boisd.)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처리를 하였음.

〈부록ⅣAⅠ,27.2.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관련〉
(a)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
(담배거세미나방)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
할 수 없었거나,
(b) 식물은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
처리가 되었음.

〈부록ⅣAⅠ,29. : Erwinia chrysanthemi pv. dianthicola, Pseudomonas
caryophylli, Phialophora cinerescens 관련〉
(a) 식물은 2년 내에 1회 이상의 공식검사에서 Erwinia chrysanthemi pv.
dianthicola (Hellmers) Dickey, Pseudomonas caryophylli (Burkholder)
Starr and Burkholder, Phialophora cinerescens (Wollenw.) Van Beyma가
발견되지 않은 모 식물로부터 채취하였음.
(b) 앞에 열거한 유해병원체의 증상이 식물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 국화묘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함.

〈부록ⅣAⅠ,27.1. : Heliothis armigera, Spodoptera littoralis 관련〉
(a)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에서 Heliothis armigera Hubner이나
Spodoptera littoralis (Boisd.)의 증상을 관찰할 수 없었거나,
(b) 식물이 Heliothis armigera Hubner이나 Spodoptera littoralis (Boisd.)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처리를 하였음.

〈부록ⅣAⅠ,27.2.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관련〉
(a)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
(담배거세미나방)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
할 수 없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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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물은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
처리가 되었음.

〈부록ⅣAⅠ,28.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관련〉
(a) 바이러스테스트에서 Chrysanthemum stunt viriod가 없는 식물에서
채취한 3세대이내의 묘이거나 개화시점에 10%의 샘플검사에서
Chrysanthemum stunt viriod가 발견되지 않은 식물에서 직접 채취한
묘임.
(b) 선적하기 3개월 전부터 매달 1회 이상의 검사에서 Puccinia horiana
Hennings의 병징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출전 3개월동안 인접지역
에서 Puccinia horiana Hennings의 병징이 관찰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었거나,
- Puccinia horiana Hennings에 대한 적절한 소독처리를 하였음.
(c) 뿌리가 없는 삽수는 삽수와 삽수를 채취한 식물에서 Didymella
ligulicola (Baker, Dimock and Davis) v. Arx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
으며, 뿌리가 있는 삽수는 삽수와 양묘장에서 Didymella ligulicola
(Baker, Dimock and Davis) v. Arx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음.
○ 튤립묘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함.

〈부록ⅣAⅠ,30. : Ditylenchus dipsaci 관련〉
(a) 최근의 1세대 동안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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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러시아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감자,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콩, 팥, 녹두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장미, 난초, 카네이션,
심비디움, 국화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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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류 수입요건
① 사과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사과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② 배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Numonia pyrivorella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③ 복숭아, 자두, 살구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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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터 키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벼를 제외한 모든 품목
○ 과실류 : Prunus 속, 감귤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핵과류(Prunus spp.), 감귤류
○ 벼, 감자괴경, Allium 속 식물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장미, 난초, 카네이션,
심비디움, 국화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휴대식물 (곡류, 과일(신선, 건조), 채소 등)은 다음 조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Regulation of Agricultural Quarantine of Turkey Article
12(a), (b), (c), (d), (e), Annex 4, 식물류 수입특별요건 item 9, 10, 11, 12, 27, 28, 29, 40, 64)
- 여행 중 소비하기 위하여 3kg 이하의 신선 또는 건조 과실, 채소를 휴대하는 경우
- 외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특별허가증을 가지고 식물류를 반입하는 경우
- 재식용 식물 1kg 이하를 세관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에서 터키로 들어오는 승객과 승무원 식용으로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망명객, 이민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식물류
- 외국인 등에 의해 터키 정부, 자선 기관에 기증품으로 허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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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MEMO

MEMO

아 프 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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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프리카

49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사과, 배
※ 재배지검사와 수출검사를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 기록

○ 종자류 : 고추, 당근, 대파, 무, 부추, 브로콜리, 상추, 양배추, 양파,
시금치, 치커리, 토마토, 피망, 호박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50 이집트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단감, 배, 사과
○ 버섯류 : 새송이, 팽이
○ 절화류 : 심비디움, 온시디움, 팔레놉시스
○ 종자류 : 고추, 당근, 오이, 토마토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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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MEMO

MEMO

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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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만의 신선 농산물 수입요건

1. 대만의 신선농산물 수입요건
□ 대만은 식물보호 및 검역법에 따라 금지병해충(56종)을 지정, 이들
병해충의 기주식물 전체를 수입금지하고 있음
○ 금지병해충 56종 : 병 30종, 해충 21종, 선충 3종, 파이토플라즈마 2종
○ 한국산 농산물 관련 상기 대만의 금지병해충은 Rice hoja blanca virus,
오갈병(Rice dwarf virus), 벼줄기선충(Rice stem nematode), 복숭아심식나방
(Peach fruit moth, Carposina sasakii), 유리알락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
Anoplophora glabripennis), 화상병(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감귤마름병
(Satsuma dwarf virus) 7종임.

□ 대만측이 수입허용하는 식물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품목별로
병해충(37종)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함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해당 병해충 무감염 사실 부기
○ 한국에서 수출하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12종의 병해충
(Phthorimaea operculella, Unaspis yanonens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Ditylenchus dipsaci, Ditylenchus destructor, 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Erwinia amylovora,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Rhizoglyphus
echinopus, Erwinia pyrifolia, Potexvirus,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무감염 증명(수출검역증명서에 무감염 부기)해야 함

□ 대만 도착지검사에서 대만측 검역대상 병해충 검출 시에는 소독
처리 등 검역처분되거나 적용가능한 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처분됨
○ 대만측이 규제하는 검역병해충은 총 1,449종임
- 해충 312, 응애 32, 병(세균․진균․바이러스) 604, 파이토플라즈마 93,
선충54, 잡초 284, 기생식물 13, 연체동물12, 기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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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식물 및 식물성 산물, 피트모스(peat moss) 및 피트(peat)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출검역증명서 미첨부시 폐기 또는 반송 처분됨

□ 백합, 글라디올러스 및 다알리아 구근의 수입은 “백합, 글라디올러스
및 다알리아의 수입검역요건”을 따름
□ 다음의 증식용 식물은 대만 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함(종자 및 과실 제외)
구

분

대상 식물
Saccharum sinense, Saccharum officinarum (사탕수수속)
Camellia sinensis (동백나무)

최소 2년간 격리재배

Ananas spp. (파인애플 등의 아나나스속)
Citrus spp., Fortunella spp.(금귤), and Poncirus spp.(탱자)
Musa spp. (바나나 등 파초속 식물)
Carica spp. (파파야)
Euphoria longana (용안)
Fragaria spp. (딸기)
Litchi chinensis (여지)
Malus spp. (사과)
Magnifera indica (망고)

최소 1년간 격리재배

Morus spp. (뽕나무류)
Passiflora spp. (패션프룻)
Prunus spp. (살구, 자두, 매실, 복숭아 등)
Psidium guajava (구아바)
Pyrus spp.(배, 접수는 “배접수 수입검역절차”에 따름)
Rosa spp.(장미, 절화 제외)
Vitis spp.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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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의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 대만측이 수입금지하는 식물의 대만수출을 위해서는 수출허용요청
및 병해충위험분석(PRA)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병해충 조사자료 및 예찰기록(조사기간은 ‘병해충무발생지역 인정
절차’에 따라야 함)

○ 생산관리 정보(생산지역, 수확량, 수확시기, 수확 후 관리 등)
○ 병해충목록, 병해충방제방법, 사용농약 목록 등
○ 수출검역 절차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 대만측은 수출국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수출국 현지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 비용은 수출국이 전액 부담

□ 대만측 현지조사 결과 병해충무발생지역이 인정되면 양국간에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대만수출이 허가됨
○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의 경우 한․대만 양국이 검역요건에 합의
하여 대만수출이 가능해짐(’06. 2월)

□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외에도 다음의 경우 PRA 실시
○ 국가별로 대만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신선 식물
○ 수입식물에서 대만의 농업생산안전 및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 식물위생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병해충의 새로운 전달경로가 발견된
경우

○ 최근 5년 동안 수입되지 않은 식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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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대만 수출검역요건
□ 국내산 신선농산물 대부분은 대만수출이 가능하나, 대만측 금지병
해충의 기주식물은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조건부로 수출이 가능함
○ 복숭아심식나방의 기주식물 중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은 양국간
약정에 따라 조건부 수출이 가능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참고)
- 단, 매실․자두․살구․대추 생과실 등은 수출 불가능

○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인 단풍나무 등은 꽃․과실․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어린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인
묘목의 경우에만 수출 가능함

□ 대만수출이 가능한 식물의 경우에도 대만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국내에 분포하는 다음의 병해충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야 함
- 감자뿔나방, 화살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
선충, 감자역병, 뿌리응애, 가지검은마름병 등 8종

※ 수출품목에 따라 1종 이상의 대만측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부기
하여야 하므로 품목별 부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만 도착지검사 결과 대만측 검역병해충 검출 시 또는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에 해당 식물에 따라 다음의 부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됨
-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OOO(해당 병해충의 학명).
-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undergone an appropriate quarantine
treatment prior to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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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No.

한국산 농산물 관련 대만의 금지병해충 및 금지식물
금지병해충

대 상 식 물
Brachiaria spp.

1

○Rice hoja blanca tenuivirus
[Rice hoja Blanca virus
(tenuivirus)]

Echinochloa spp.(돌피속)

○Rice dwarf phytoreovirus
[Rice dwarf virus (phytoteovirus)]

Oryza spp.(벼속)

○Rice stem nematode
(Ditylenchus angustus Butler)

Saccioleps interrupta

Panicum spp.(기장속)

비 고
대상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
(종자제외)

Paspalum spp.(참피속)
Leersia hexandra
Rottboellia spp.
Tricum aestivum(밀)

2

○Satsuma dwarf virus
(Sadwavirus)

Citrus spp.(귤속)

꽃, 과실, 종자를

Fortunella spp.(금귤속)

제외한 신선식물

Poncirus spp.(탱자나무속)

전체

Acer spp.(단풍나무속)
Aesculus spp.(칠엽수속)
Alnus spp.(오리나무속)
Betula spp.(자작나무속)
Citrus spp.(감귤속)
Elaeagnus angustifolia
Fraxinus spp.(물푸레나무속)
Hibiscus spp.(무궁화속)
Liriodendron tulipifera(튜울립)

3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Asian longhorned beetle)

Malus spp.(사과나무속)
Melia spp.(멀구슬나무속)
Morus spp.(뽕나무속)
Paulownia fortunei
Platanus spp.(플라타누스속)
Populus spp.(사시나무속)
Prunus spp.(벚나무속)
Pyrus spp.(배나무속)
Robinia spp.(아까시나무속)
Rosa spp.(장미속)
Salix spp.(버드나무속)
Sophora spp.(고삼속)
Ulmus spp.(느릅나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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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식물의
꽃, 과실,
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어린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의
묘목을 제외한
전체

No.

금지병해충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4 Matsumura = C. niponensis
Walsingham; Peach fruit moth)

5

화상병(Erwinia amylovora)

대 상 식 물
비 고
Aronia arbutifolia
Chaenomeles japonica(풀명자)
Chaenomeles speciosa
Cornus mas
Crataegus spp.(산사나무속)
Cydonia oblonga
Malus spp.(사과나무속)
Phoenix dactylifera
Prunus americana
대생식물의
Prunus armeniaca(살구)
Prunus domestica
생과실
Prunus dulcis = P. amygdalus(아몬드)
Prunus mume(매실)
Prunus persica(복숭아)
Prunus salicina(자두)
Pyrus spp.(배나무속)
Rosa spp.(장미속)
Sorbus aucuparia
Sorbus commixta(마가목)
Ziziphus jujuba(대추)
Amelanchier SPP.
Aronia spp.
Chaenomeles spp.
Cotoneaster spp.
Crataegomespilus spp.
Crataegus spp.
Cydonia spp.
Dichotomanthes spp.
Docynia spp.
Eriobotrya japonica
대상식물의 전체
Malus spp.
또는 일부분
Mespilus spp.
(과실 및
Osteomeles spp.
종자제외)
Peraphyllum spp.
Photinia spp.（Heteromeles spp.）
Prunus spp.
Pyracantha spp.
Pyrus spp.
Raphiolepis spp.
Rubus spp.
Sorbus spp.
Spiraea spp.
Stranvaesi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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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은 다음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대만수출 가능
1) 배는 수출농가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및 방제사항기록,
선과장 등록, 수출검사
2) 사과․복숭아는 수출농가 등록, 6~10월까지 월 2회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
제, 예찰 및 방제사항 기록, 재배지 검사, 선과장 등록, 대만검역관의 수출과
수원 및 선과장 현지조사, 수출검사 등
3) 배 화상병 무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임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
※ 2015년 국내 화상병 발생에 따라 대만 수출용 사과, 배에 대해 배 화상병이 감염되지
않았음 부기(2015.7.8일자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

4)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 내용 부기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each fruit moth(Carposina sasakii), Western flower thrips(Frankliniella
occidentalis) and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and the fruits are
produced from the orchard free from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 Date of inspection:

* Code No. of packing house:

, Container No.:

.

(이 과실의 검사결과, 복숭아심식나방, 꽃노랑총채벌레 및 배 화상병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이 과실은 배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됨.)
* 선과장 코드번호:

검역일자:

컨테이너 번호:

※ 살구, 매실, 자두, 대추 생과실은 대만 수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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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붙임 2

병해충 무감염증명 대상식물(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무감염 부기)

① 대상병해충 : 감자뿔나방(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Potato tuber moth)
대 상 식 물
다음 생식물(生植物)의 줄기, 잎, 싹, 괴경
및 생과실
Beta vulgaris var. saccharifera
Solanaceae(가지과)

품 목 예 시

사탕무
고추, 파프리카, 피망, 가지, 감자, 담배,
토마토 등

② 대상병해충 : 화살깍지벌레(Unaspis yanonensis (Kuwana); Arrow head scale)
대 상 식 물
다음 생식물(生植物)의 전체 또는 일부분
(종자 제외) - 꽃, 과실에 해당
Citrus spp.(귤속)
Fortunella spp.(금귤속)
Poncirus spp.(탱자나무속)

품 목 예 시

귤, 유자, 레몬
금귤 등
탱자 등

③ 대상병해충 :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Western flower thrips)
대 상 식 물
종자 및 지하부를 제외한 다음 생식물
(生植物)의 전체 또는 일부분
Aesculus spp.(칠엽수속)
Allium spp.(부추속)
Alnus spp.(오리나무속)
Amarylis spp.=Hippeastrum spp.
Alstroemeria spp.(알스트로메리아속)
Althaea spp.
Amaranthus spp.(비름속)
Anagallis arvense
Anthurium spp.(안스리움속)
Antirrhinum majus
Asclepias spp.
Asparagus officinalis
Begonia spp.(베고니아속)
Berzelia spp.
Bougainvillea spectabilis
Bouvardia spp.

품 목 예 시

칠엽수, 서양칠엽수(마로니에)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아마릴리스
알스트로메리아
접시꽃
줄맨드라미, 털비름, 가시비름, 색비름,
비름, 청비름, 개비름, 눈비름
뚜껑별꽃
안스리움
금어초
아스파라거스
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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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꽃노랑총채벌레) 대 상 식 물
Brassicaceae(십자화과)
Brunia laevis
Calceolaria spp.(칼세올라리아속)
Calluna vulgaris = Erica vulgaris
Calotropis gigantica
Carya illinoensis
Celastrus spp.
Celosia spp.(맨드라미속)
Cerastium glomeratum
Chamelaucium spp.
Chenopodiaceae(명아주과/비름과)
Citrus spp.(귤속)
Clematis spp.
Codiaeum spp.
Compositae(국화과)
Cucurbitaceae(박과)
Cyclamen spp.(시클라멘속)
Dianthus spp.(패랭이꽃속)
Digitaria ciliaris
Diospyros kaki
Echinochloa crus-galli
Echium plantagineum
Eremurus spp.
Eschscholzia californica
Euphorbia spp.(대극속)
Eustoma spp. = Lisianthus spp.
Ficus spp.(무화과나무속)
Freesia spp.(프레에시아속)
Fuchsia spp.(후크시아속)
Gentiana spp.(용담속)
Geranium spp.(쥐손이풀속)
Gesneriaceae(돌담배과/제스네리아과)
Gladiolus spp.(글라디올러스속)
Gossypium spp.(목화속)
Gypsophila spp.(대나물속)
Heliotropium europaeum
Hemerocallis spp.(원추리속)
Hibiscus spp.(무궁화속)
Hordeum spp.(보리속)

품 목 예 시
Brassica spp.(배추, 양배추), Rhaphanus
spp.(무), Wasabia spp.(고추냉이), 냉이

노박덩쿨
맨드라미
유럽점나도나물

귤, 유자, 레몬

국화, 해바라기, 구절초, 민들레, 취, 해바
라기, 머위, 쑥갓, 코스모스, 치커리, 쑥,
상추, 달리아, 데이지, 과꽃
호박, 오이, 수박, 참외, 멜론, 수세미,
여주
시클라멘
카네이션, 패랭이꽃, 수염패랭이꽃,
갯패랭이꽃, 난장이패랭이꽃, 술패랭이꽃
감, 단감
피

금영화
대극, 붉은대극, 포인세티아
무화과나무, 인도고무나무
프리지아
후크시아
용담, 산용담
쥐손이풀
글라디올러스
목화
대나물
원추리
닥풀, 황근, 무궁화, 부용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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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꽃노랑총채벌레) 대 상 식 물
Hydrangea spp.(수국속)
Hypericum spp.(물레나물속)
Impatiens spp.(봉선화속)
Ipomoea spp.(고구마속)
Iris spp.(붓꽃속)
Jasminum sambac
Kalanchoe spp.(카랑코에속)
Labiatae(꿀풀과)
Lantana spp.
Laurus spp.(월계수속)
Leguminosae(콩과)
Leptospermum spp.
Leucospermum spp.
Lilium spp.(나리속)
Limonium spp.
Linnaea borealis
Malva spp.(아욱속)
Mangifera indica
Mollugo verticillata
Oenothera spp.(달맞이꽃속)
Orchidaceae(난초과)
Ornithogalum spp.
Oxalis spp.(괭이밥속)
Paeonia spp.
Papaver rhoeas
Pelargonium spp.
Persea spp.
Pistacia vera
Polianthes spp.
Portulaca grandiflora
Primula spp.(앵초속)
Protea spp.
Punica granatum
Quercus spp.(참나무속)
Radermachera spp.
Ranunculus spp.
Rhododendron spp.(진달래속)
Rhus spp.(옻나무속)
Ruscus spp.

품 목 예 시
수국, 산수국, 등수국, 나무수국
물레나물, 고추나물
봉선화, 물봉선, 노랑물봉선화
고구마
붓꽃(각시붓꽃, 금붓꽃, 난장이붓꽃 등),
꽃창포, 노랑꽃창포, 대청부채
카랑코에
Perilla spp.(들깨), Lavandula spp.(라벤더)
Isodon spp.(방아풀, 산박하)
월계수
콩, 강낭콩, 완두, 팥, 동부, 녹두, 땅콩

백합, 나리
갯질경
린네풀
아욱
망고
큰석류풀
달맞이꽃, 애기달맞이꽃, 큰달맞이꽃
난초, 심비디움, 호접란, 천마
괭이밥, 애기괭이밥, 큰괭이밥
개양귀비

피스타치오
채송화
앵초, 돌앵초, 좀설앵초, 설앵초, 큰앵초
석류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가시나무
라넌큘러스속
진달래, (산)철쭉, 참꽃나무, 만병초
붉나무, 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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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꽃노랑총채벌레)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Crataegus spp.(산사), Fragaria spp.(딸기),
Malus spp.(사과), Prunus spp.(벚나무,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아몬드), Pyrus
spp.(배), Rosa spp.(장미), Rubus spp.(산딸기)
버들

Rosaceae(장미과)
Salix spp.(버드나무속)
Sandersonia aurantiaca
Schlumbergera spp.
Secale cereale
Serissa foetida
Setaria viridis
Shepherdia canadensis
Solanaceae(가지과)
Stellaria spp.(별꽃속)
Syzygium jambos = Eugenia jambos
Thryptomene spp.
Tibouchina spp.
Trachelium spp.
Tribulus terrestris
Triticum aestivumm
Tropaeolum majus

호밀
강아지풀
고추, 파프리카, 피망, 가지, 감자, 담배, 토마토
벼룩나물
로즈애플

남가새
밀
한련
당근, 사상자, 미나리, 고수, 방풍, 참나물,
천궁, 당귀, 강활
모새나무, 월귤, 정금나무, 들쭉나무,
산앵도나무
마편초
두메투구꽃, 방패꽃, 문모초, 개불알풀
아왜나무, 분꽃나무, 가막살나무, 덜꿩
나무, 배암나무, 백당나무,
야생팬지
포도나무, 머루
실유카

Umbelliferae(산형과)
Vaccinium spp.(산앵두나무속)
Verbena spp.(마편초속)
Veronica spp.(꼬리풀속)
Viburnum spp.(가막살나무속)
Viola tricolor
Vitis spp.(포도나무속)
Yucca spp.(유카속)
Zantedeschia spp.
Zea mays

옥수수

④ 대상병해충 :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Stem nematode)
대 상 식 물
- 딸기 생과실
- 다음의 식물을 제외한 모든 생식물(生植物)의
뿌리, 줄기, 잎, 꽃
Aizoaceae(Mollugo spp.제외)
Araceae(천남성과)
Balsaminaceae(봉선화과)

품 목 예 시
딸기

석류풀과(번행초과)
천남성, 반하, 토란, 곤약, 창포, 석창포
봉선화, 노랑물봉선화, 물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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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마늘줄기선충) 대 상 식 물
Bombacaceae(봄박스과)
Bryophyta(선태식물문)
Cactaceae(선인장과)
Cornaceae(층층나무과)
- Aucuba spp.(식나무속 제외)
Crassulaceae
Edible fungus[식용균류; Basidiomycota
(담자균문) 및 자낭균문(Ascomycota)]
Elaeocarpaceae(괭이밥목의 담팔수과)
Ericaceae(진달래과)
Euphorbiaceae(대극과)
- Manihot spp. 제외
Fagaceae(참나무과)
Gymnospermae(나자식물)
Lauraceae(녹나무과)
Moraceae(뽕나무과)
Nymphaeaceae(수련과)
Oleaceae(물푸레나무과)
- Syringa spp.(수수꽃다리속 제외)
Orchidaceae(난초과)

품 목 예 시
이끼
선인장
산딸나무, 층층나무, 말채나무, 산수유,
풀산딸나무
돌나물과(꿩의비름과)
버섯(팽이, 표고, 목이, 송이, 느타리 등)
진달래, 철쭉, 등대꽃, 홍월귤, 산매자나무,
월귤, 정금나무, 들쭉나무, 산앵도나무
대극, 포인세티아
참나무
개비자나무과, 금송과, 나한송과, 남양
삼나무과, 소나무과, 주목과, 측백나무과,
소철과, 플로리다소철과, 은행나무
생강나무, 비목나무, 녹나무, 월계수, 후박나무
뽕나무, 꾸지뽕나무, 닥나무, 무화과나무,
인도고무나무, 뽕모시풀
연꽃, 수련
개나리, 광나무, 들메나무, 만리화, 목서,
물푸레나무, 미선나무, 영춘화, 이팝나무,
쥐똥나무, 향선나무
주머니꽃, 난(초), 천마, 석곡, 심비디움,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호접란)

Palmaceae(야자나무과/종려나무과)
Pandanaceae(판다누스과)
Plantaginaceae(질경이과)
- Plantago spp.(질경이속) 제외
Potamogetonaceae(가래과)
- Potamogeton spp. 제외
Pteridophyte
-Equisetum spp.(속새속) 제외
Pyrus spp.(배나무속)
배나무
Rubiaceae(꼭두서니과)
- Galium spp. 제외
Saxifragaceae(범의귀과)
- Hydrangea spp. 제외
Scrophulariaceae(현삼과)
- Veronica spp. 제외
Sterculiaceae
벽오동과
Urticaceae(쐐기풀과: Urtica spp. 제외)
Violaceae(제비꽃과: Viola spp. 제외)
Vitaceae[포도나무과: Vitis vinifera(포도) 제외)]
※ 위에 열거된 식물들은 마늘줄기선충이 없음을 부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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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마늘줄기선충) 대 상 식 물
다음의 종자(식용 및 사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는 마늘줄기선충이 없음을 부기해야 함
Allium spp.(부추속)
Beta vulgaris
Cucumis melo
Daucus carota
Dipsacus fullonum
Medicago sativa
Phaseolus coccineus
Phaseolus vulgaris
Phlox drummondii
Pisum sativum
Secale cereale
Spinacea oleracea =Spinacia oleracea
Trifolium hybridum
Trifolium pratense
Trifolium repens
Vicia faba

품 목 예 시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사탕무
멜론
당근
산토끼꽃
자주개자리(알팔파)
적화강낭콩
덩굴강낭콩
드람불꽃
완두(식용 및 사료용은 제외)
호밀
시금치
선토끼풀
붉은토끼풀
토끼풀
잠두(식용 및 사료용은 제외)

⑤ 대상병해충 : 감자썩이선충(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Potato rot nematode)
대 상 식 물
다음 생식물의 지하부 및 부정근
Allium spp.(부추속)
Amaranthus caudatus
Angelica sinensis
Anthemis arvensis
Apium graveolens
Arachis spp.(꼬투리 및 종자 포함)
Artemisia vulgaris
Barbarea vulgaris
Begonia spp.
Bellis perennis
Bertoroa incana(십자화과의 일종)
Beta vulgaris
Brassica oleracea
Brassica rapa subsp. chinensis = Brassica
chinensis
Camassia spp.
Camellia sinensis
Canna spp.(홍초속)
Capsella bursa-pastoris
Capsicum annuum
Chenopodium album

품 목 예 시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줄맨드라미

샐러리악
땅콩

데이지
사탕무
야생양배추
배추
차나무
냉이
고추, 피망, 파프리카
흰명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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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감자썩이선충) 대 상 식 물
Chionodoxa spp.
Chloris virgata
Chrysanthemum leucanthemum
Chrysanthemum morifolium
Cicer arietinum
Cimicifuga racemosa
Cirsium arvense
Citrullus lanatus
Citrus sinensis
Colchicum spp.
Crocus vernus
Cucumis sativus
Cucurbita moschata
Cucurbita pepo
Cyperus rotundus
Dahlia spp.(다알리아속)
Datura stramonium
Daucus carota
Dianthus spp.(패랭이꽃속)
Eleusine indica
Elymus repens = Agropyron repens
Erythronium denscanis
Festuca pratensis
Fragaria spp.(땃딸기속)
Fumaria officinalis
Gladiolus spp.(글라디올러스속)
Glycine max
Helianthus annuus
Hordeum vulgare
Humulus lupulus
Hyacinthus spp.(히아신스속)
Ipomoea batatas
Iris spp.(붓꽃속)
Lathyrus hirsutus
Lathyrus latifolius
Liatris spicata
Linaria vulgaris
Lycopersicon esculentum
Lycopsis arvensis
Matricaria inodora = M. perforata
Medicago sativa
Melilotus officinalis
Mentha arvensis
Narcissus spp.(수선화속)
Nectaroscordum spp.

품 목 예 시

국화

캐나다엉겅퀴
수박
당귤나무

오이
호박
향부자
독말풀
당근
왕바랭이

서양현호색
콩
해바라기
보리
호프
고구마

좁은잎해란초
토마토

알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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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감자썩이선충)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Nicotiana tabacum

담배

Panax ginseng

인삼

Pastinaca sativa

파스닙

Phaseolus vulgaris

덩굴강낭콩

Plantago major
Portulaca spp.
Potentilla anserina
Raphanus sativus

무

Rheum rhaponticum

무장군풀

Rumex spp.(소리쟁이속)
Saccharum officinarum

(사탕수수)

Sisyrinchium angustifolium

등심붓꽃

Solanum spp.(가지속)
Solidago graminifolia = S. anceolata =
Euthamia graminifolia
Sonchus spp.
Stachys palustris
Stenotaphrum secundatum
Syringa vulgaris

라일락

Tagetes minuta

청하향초

Taraxacum officnale=Leontoden taraxacum

서양민들레

Tigridia spp.
Trifolium spp.(토끼풀속)
Tripleurospermum maritimum
Triticum aestivum

밀

Tropaeolum polyphyllum
Tulipa spp.(튤립속)
Tussilago farfara
Vicia sativa
Vigna unguiculata= V.sinensis

동부

Xanthium strumarium

도꼬마리

Zea mays

옥수수
- 141 -

⑥ 대상병해충 : 감자역병 A2 교배형(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Potato late blight A2 Mating Typ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and originate from
areas free from 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부기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만
도착지검사 결과 상기 병해충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다음 생식물의 줄기, 잎, 싹, 괴경 및 과실
Lycopersicum esculentum
Solanum spp.(가지속)

품 목 예 시
토마토
감자, 가지

⑦ 화상병(Erwinia amylovora, Fire blight)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Erwinia amylovora (Burrill) Winslow et al"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다음 식물의 생과실
Amelanchier spp.
Aronia spp.
Chaenomeles spp.
Cotoneaster spp.
Crataegomespilus spp..
Crataegus spp
Cydonia spp.
Dichotomanthes spp.
Docynia spp.
Eriobotrya japonica
Malus spp.
Mespilus spp.
Osteomeles spp.
Peraphyllum spp.
Photinia spp.（Heteromeles spp.）
Prunus spp.
Pyracantha spp.
Pyrus spp.
Raphiolepis spp.
Rubus spp.
Sorbus spp.
Spiraea spp.
Stranvaesia spp.

품 목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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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실썩음병(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Fruit blotch)

(비재식용 식물, 식용 종자 및 과실류)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재식용 식물 또는 종자)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또는 the plants or seeds have undergone an appropriate quarantine treatment
prior to shipment.
대 상 식 물
다음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

품 목 예 시

Benincasa hispida
Citrullus lanatus
Cucumis melo
Cucumis sativus
Cucurbita moschata
Cucurbita pepo

⑨ 대상병해충 : 뿌리응애(Rhizoglyphus echinopus Fumouze and Robin; Bulb mite)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생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종자 제외)
Allium spp.(부추속)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Arctium lappa

우엉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양배추

Buxus microphylla var. intermedia
Capsicum spp.(고추속)

고추, 파프리카, 피망

Curcuma longa = C. domestica
Dahlia spp.(다알리아속)
Daucus carota var. sativa

당근

Eucharis grandiflora
Freesia spp.(프레에시아속)

프리지아

Gentiana scabra Bunge var. buergeri

용담

Gladiolus spp.(글라디올러스속)

글라디올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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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뿌리응애)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Gloriosa spp.
Glycine max

콩

Hemerocallis hybrida
다음 생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종자 제외)
Hippeastrum spp.
Hyacinthus spp.(히야신스속)
히아신스
Ipomoea batatas
고구마
Iris spp.(아이리스속)
아이리스
Lachenalia pendula
Lilium spp.(백합속)
백합, 나리
Narcissus spp.(수선화속)
수선화
Paeonia suffruticosa
모란
Panax spp.(인삼속)
인삼
Pinellia ternata
반하
Pleurotus sajor-caju 및 P. ostreatus
여름느타리, 느타리
Raphanus sativus
무
Secale cereale
호밀
Sinningia spp.
Solanum spp.(가지속) (토마토 제외)
감자, 가지
Tulipa spp.(튤립속)
튤립
Verbena officinalis
마편초
Vicia faba
잠두

⑩ 대상병해충 :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Fire blight)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Erwinia pyrifolia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만
도착지검사 결과 상기 병해충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과실, 종자 제외)
Malus domestica var. idared
Pyrus spp.(배나무속)

배나무 묘목, 접수․삽수

- 144 -

⑪ Plantago asiatica mosaic virus (Potexvirus)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or laboratory tested before export and
found free from Plantago asiaticamosaic virus (Potexvirus)"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재식용으로 이용될 다음 식물(종자 제외)
Lilium spp.,(구근 포함)
Nandina domestica
Plantago asiatica
Primula acaulis
Primula sieboldii

품 목 예 시

⑫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or laboratory tested before export and
found free from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다음 생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

품 목 예 시

- 재식용 목적의 다음의 식물의 지상부
(꽃, 종자, 과실 제외)

Abelmoschus esculentus = Hibiscus esculentus
Aconitum spp.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 deliciosa
Alnus glutinosa
Aralia spp.
Arbutus spp.
Betula pendula
Calystegia sepium
Capsicum annuum
Carthamus tinctorius
Centaurea sto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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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Chrysanthemum indicum
Cinnamomum camphora
Citrus spp.
Coffea arabica
Cucumis sativus
Cucurbita spp.
Cyamopsis tetragonoloba
Cydonia oblonga
Dahlia pinnata
Daphne odora
Diospyros kaki
Forsythia intermedia
Fortunella spp
Fragaria vesca
Glycine max
Hibiscus spp.
Hordeum vulgare
Juglans regia
Lablab purpureus
Ligustrum ovalifolium
Litchi chinensis
Magnolia spp.
Mangifera indica
Malus domestica
Mucuna pruriens
Musa paradisiaca
Nerium oleander
Nicotiana tabacum
Olea europaea
Oryza sativa
Passiflora edulis
Persea americana
Phaseolus coccineus
Phaseolus lun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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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Phaseolus vulgaris
Philadelphus spp.
Pinus radiata
Piper nigrum
Pisum sativum
Populus spp.
Prunus spp.
Pyrus spp.
Rhododendron spp.
Rosa spp.
Salix spp.
Solanum betaceum = Cyphomandra betacea
Solanum lycopersicum = Lycopersium esculentum
Sorghum bicolor
Triticum aestivum
Vernicia fordii = Aleurites fordii
Vicia spp.
Vigna spp.
Vitis spp.
Zea mays
- 다음 식물의 재식용 종자

Cyamopsis tetragonoloba
Glycine max
Lablab purpureus
Oryza sativa
Phaseolus coccineus
Phaseolus lunatus
Phaseolus vulgaris
Sorghum bicolor
Triticum aestivum
Vicia spp.
Vigna spp.
- 147 -

붙임 3

대만의 금지병해충(56종)

1. Rice hoja blanca virus (Tenuivirus)
2. Rice dwarf virus (Phytoreovirus)
3. Rice stem nematode (Ditylenchus angustus Butler)
4. West Indian sweet potato weevil (Euscepes postfasciatus Fairmaire)
5. Burrowing nematode (Radopholus similis (Cobb) Thorne; R. citrophilus Huettel,
Dickson & Kaplan)
6. Citrus psorosis virus (Ophiovirus)
7. African greening of citrus (Candidatus Liberibacter africanus Garnier et al.)
8. Stem pitting strains of Citrus tristeza virus (Closterovirus)
9. Citrus blight
10. Stubborn disease of citrus (Spiroplasma citri)
11. Citrus cachexia viroid
12. Vein enation disease
13. Impietratura disease (virus)
14. Leaf curl disease (virus)
15. Satsuma dwarf virus (Sadwavirus)
16. Cristacortis viroid
17. Ringspot disease
18. Citrus drywilt (Phoma tracheiphila Petri)
19. Fiji disease virus (Fijivirus)
20. Sugarcane bacilliform virus (Badnavirus)
21. Sugarcane streak virus (Mastrevirus)
22. Sugarcane grassy shoot phytoplasma
23. Sugarcan Gumming disease (Xanthomonas axonopodis pv. vasculorum (Cobb) Vauterin
et al. and Xanthomonas vasicola pv. vasculorum (Cobb) Vauterin et al.) (Formerly
Xanthomonas campestris pv. vasculorum (Cobb) Dye)
24. Lethal yellowing phytoplasma
25. Coconut tinangaja viroid (Cocadviroid)
26. Coconut cadang-cadang viroid (Cocadviroid)
27. Roxana disease (virus)
28. Moko disease (Ralstonia solanacearum (Smith) Yabuuchi et al. Race 2)
(Formerly Pseudomonas solanacearum (Smith) Smith Ra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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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anama disease, Banana fusarial wilt (Fusarium oxysporum f. sp. cubense (E.F. Smith)
Snyd. & Hans. Race 2 & Race 3)
30. Mediterranean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Wiedemann))
31. Q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tryoni (Froggatt))
32. Potato wart (Synchytrium endobioticum (Schilf) Per.)
33. Golden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Wr.)
34. Tobacco blue mold (Peronospora tabacina Adam.)
35. Mango seed weevil (Sternochetus mangiferae (Fabricius))
36. Chinese citrus fly (Bactrocera minax (Enderlein))
37. Peach fruit fly (Bactrocera zonata (Saunders))
38. Cucurbit fly (Dacus ciliatus Loew)
39. Guava fruit fly (Bactrocera correcta (Bezzi))
40. Carambola fruit fly (Bactrocera carambolae Drew & Hancock)
41. Papaya fruit fly (Bactrocera papayae Drew & Hancock)
42. Bactrocera philippinensis Drew & Hancock
43. Bactrocera caryeae (Kapoor)
44. Bactrocera kandiensis Drew & Hancock
45. Bactrocera pyrifoliae Drew & Hancock
46. Banana bract mosaic virus (Potyvirus)
47. Banana streak virus (Badnavirus)
48. Asian longhorned beetle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49. Mango weevil (Sternochetus frigidus (Fabricius) = Cryptorrhynchus gravis (Fabricius))
50. Peach fruit moth (Carposina sasakii Matsumura= C. niponensis Walsingham)
51. Phytophthora ramorum Werres, De Cock & Man in't Veld
52.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Burrill) Winslow et al.)
53. Mexican fruit fly (Anastrepha ludens (Loew))
54. West Indian fruit fly (Anastrepha obliqua Macquart = A. mombinpraeoptans Sein)
55. South American fruit fly (Anastrepha fraterculus (Wiedemann))
56. Black fruit fly (Anastrepha serpentina Wied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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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대만의 검역병해충(1,449종)

해충 312, 응애 32, 병(세균․진균․바이러스) 604, 파이토플라즈마 93, 선충54, 잡초 284,
기생식물 13, 연체동물12, 기타 45

가. 해충(312종)
Acalolepta cervina
Acanthoscelides obtectus
Acanthoscelides pallidipennis
Acleris gloverana
Acleris variana
Acrogonia terminalis
Acrolepiopsis assectella
Acropolitis rudisana
Adelges tsugae
Adoxophyes orana
Aeolesthes sarta
Aethina tumida
Affirmaspis socotrana
Agrilus mali
Amorbia emigratella
Anastrepha grandis
Anastrepha striata
Anastrepha suspensa
Anchastus swezeyi
Anomala sulcatula
Anthonomus bisignifer
Anthonomus eugenii
Anthonomus grandis
Aonidiella lauretorum
Aonidiella tinerfinensis
Apis mellifera capensis
Apis mellifera scuttellata
Archips micaceanus
Argyrotaenia ljungiana
Artitropa comus
Aspidiotus spinosus
Asterolecanium spp.
Bactrocera albistrigata
Bactrocera aquilonis
Bactrocera cucumis
Bactrocera decipiens
Bactrocera diversa
Bactrocera fascialis
Bactrocera frauenfeldi

Bactrocera jarvisi
Bactrocera kirki
Bactrocera latifons
Bactrocera melanota
Bactrocera musae
Bactrocera neohumeralis
Bactrocera occipitalis
Bactrocera oleae
Bactrocera passiflorae
Bactrocera psidii
Bactrocera trivialis
Bactrocera tuberculata
Bactrocera umbrosa
Bactrocera hilaris
Bactrocera xanthodes
Bemisia cordylinidis
Blitopertha orientalis
Brachycerus spp.
Brachydactyla discoidea
Bruchophagus roddi
Bruchus pisorum
Bruchus rufimanus
Bulbifer homeorhynchus
Cacoecimorpha pronubana
Cacopsylla chinensis
Cacyreus marshalli
Callipogon relictus
Callosobruchus analis
Callosobruchus phaseoli
Camponotus floridanus
Camponotus pennsylvanicus
Capua tortrix
Cataenococcus hispidus
Catamacta lotinana
Ceratitis spp.
Chaetanaphothrips signipennis
Choristoneura conflictana
Choristoneura fumiferana
Choristoneura occid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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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istoneura rosaceana
Chrysomphalus diversicolor
Chrysomphalus pinnulifera
Cilaeopeplus swezeyi
Coccus spp.
Conoderus eveillardi
Conoderus rufangulus
Conopia hector
Conotrachelus aguacatae
Contarinia nasturtii
Contarinia sorghicola
Coptotermes curvignathus
Copturus aguacatae
Cryptophlebia leucotreta
Cryptorhynchus lapathi
Curculio davidi
Curculio elephas
Curculio nucum
Cydia latiferreana
Cydia splendana
Dacus bivittatus
Dacus vertebratus
Daktulosphaira vitifoliae
Dasineura mali
Dendroctonus adjunctus
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rufipennis
Dendrolimus sibiricus
Delia antique
Delia platura
Diabrotica barberi
Diabrotica speciosa
Diabrotica undecimpunctata
Diabrotica virgifera virgifera
Diaprepes abbreviatus
Diaspidiotus gigas
Diaspidiotus ostreaeformis
Diaspidiotus pyri

- 계 속(해충) Diatraea saccharalis
Dilobopterus costalimai
Draeculacephala minerva
Dreyfusia piceae
Drosophila suzuki
Dryocoetes confusus
Dryocosmus kuriphilus
Dysmicoccus nesophilus
Dyspessa ulula
Earias vittella
Echinothrips americanus
Elytroteinus subtruncatus
Epiphyas postvittana
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
Eriosoma lanigerum
Eublemma rufimixta
Eucalymnatus tessellatus
Euproctis chrysorrhoea
Eurytoma laricis
Exosoma lusitanica
Franklniella spp.
Furcaspis oceanica
Gnathotrichus sulcatus
Gonipterus gibberus
Graphocephala atropunctata
Grapholita funebrana
Grapholita inopinata
Grapholita molesta
Grapholita packardi
Grapholita prunivora
Heilipus lauri
Helicoverpa zea
Hemiberlesia cyanophylli
Hemiberlesia palmae
Hemimene juliana
Hesperophanes campestris
Heterobostrychus aequalis
Heteronychus arator
Holotrichia mindanaona
Homalodisca coagulata
Howardia biclavis

Hylastes ater
Hylurgopinus rufipes
Hyphantria cunea
Hypothenemus hampei
Insulaspis orsoni
Ips calligraphus
Ips confusus
Ips grandicollis
Ips lecontei
Ips pini
Ips plastographus
Ips typographus
Iridomyrmex cordatus
Iridomyrmex humilis= Linepithema humile
Ischnaspis longirostris
Kandyosilis cochleata
Kytorhinus immixtus
Laspeyresia spp.
Lepidosaphes salicina
Lepidosaphes tokionis
Leptocybe invasa
Leucoptera malifoliella
Limonius californicus
Listroderes subcinctus
Listronotus bonariensis
Lobesia botrana
Lopholeucaspis cockerelli
Lymantria dispar
Lymantria monacha
Malacosoma americanum
Malacosoma disstria
Margarodes prieskaensis
Margarodes vredendalensis
Matsucoccus matsumurae
Mayetiola destructor
Megalometis chilensis
Melanaspis corticosa
Melanaspis elaeagni
Melanaspis nigropunctata
Melanotus communis
Metamasius spp.
Monocham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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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aria luteileprosa
Mudaria magniplaga
Mycetaspis personata
Mycetaspis sphaerioides
Myzus ornatus
Nasutitermes corniger
Naupactus xanthographus
Nemorimyza maculosa
Neomaskellia bergii
Neoselenaspidus silvaticus
Nipaecoccus nipae
Nysius vinitor
Oncometopia fascialis
Operophtera brumata
Opogona sacchari
Opuntiaspis carinata
Orgyia antiqua
Orgyia pseudotsugata
Orthezia insignis
Oryctes monoceros
Ostrinia nubilalis
Otiorhynchus ligustici
Oulema melanopus
Oviticoccus agavium
Pammene fasciana
Paranthrene tabaniformis
Paraputo hispidus
Parthenolecanium corni
Pectinophora scutigera
Perileucoptera coffeella
Phalaenoides glycinae
Phenacaspis tangana
Phenacoccus manihoti
Phyllophaga spp.
Pinnaspis dracaeanae
Pinnaspis strachani
Pissodes nemorensis
Pissodes strobi
Pissodes terminalis
Pogonomyrmex occidentalis
Prays endocarpa
Premnotrypes latithorax

- 계 속(해충) Premnotrypes suturicallus
Premnotrypes vorax
Proeulia spp.
Promecotheca cumingii
Prostephanus truncatus
Proterhinus vestitus
Pseudischnaspis bowreyi
Pseudococcus spp.
Pterandrus spp.
Ptilodactyla exotica
Pulvinaria urbicola
Pulvinaria vitis
Rhagoletis cerasi
Rhagoletis cingulata
Rhagoletis fausta
Rhagoletis indifferens
Rhagoletis mendax
Rhizoecus amorphophalli
Rhizoecus floridanus
Rhizoecus simplex
Rhodogastria carneola
Rhynchophorus palmarum
Rondotia menciana

Sahlbergella singularis
Sardia pluto
Scirtothrips aurantii
Scirtothrips citri
Scolytus morawitzi
Scolytus multistriatus
Scolytus scolytus
Scyphophorus acupunctatus
Selenaspidus antsingyi
Selenaspidus littoralis
Sesamia cretica
Sirex noctilio
Sitophilus granarius
Sminthurus viridis
Solenopsis invicta
Solenopsis richteri
Solenopsis richteri × Solenopsis
Solenopsis xyloni
Sphaeraspis vitis
Spilonota lechriaspis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toralis

Stenoma catenifer
Taeniothrips samdensis
Tecia solanivora
Tessaratoma papillosa
Tetropium castaneum
Tetropium fuscum
Tetropium gracilicorne
Thrips spp.
Tomicus piniperda
Toxotrypana curvicauda
Trioza erytreae
Trogoderma granarium
Unaspis citri
Voraspis tangana
Wasmannia auropunctata
Xyleborus affinis
Xyleborus ferrugineus
Xyleborus rugatus
Xylopsocus capucinus
Xylotrechus altaicus
Xyphon (formerly Carneocephala) fulgida
Yponomeuta malinellus
Zabrotes subfasciatus

Mononychellus tanajoa
Oligonychus gossypii
Oligonychus grypus
Oligonychus indicus
Oligonychus peruvianus
Oligonychus punicae
Oligonychus sacchari
Oligonychus yotrhersi
Panonychus ulmi
Petrobia lateens
Phyllocoptes aphrastus

Phytoseius hongkongensis
Schizotetranychus andrepogoni
Schizotetranychus asparag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arianae
Tetranychus mcdanieli
Tetranychus mexicanus
Tetranychus turkestani
Tropilaelaps clareae
Varroa sinhai

나. 응애(32종)
Acarapis woodi
Aculops fuchsiae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yobia eharai
Bryobia rubrioculus
Cochlodispus operosus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Epitrimerus pyri
Eriophyes gossy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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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균(56종)
Acidovorax avenae subsp. avenae
Agrobacterium larrymoorei
Agrobacterium tumefaciens
Agrobacterium vitis
Burkholderia andropogonis
Burkholderia caryophylli
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Indidiosus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sepedonicus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nebraskensis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subsp. flaccumfaciens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subsp. poinsettiae
Dickeya solani
Erwinia carotovora subsp. atroseptica
Erwinia chrysanthemi
Erwinia herbicola pv. gypsophilae
Erwinia pyrifoliae
Erwinia rhapontici
Erwinia salicis
Leifsonia(Clavibacter) xyli subsp. xyli
Liberobacter asiaticum
Pantoea stewartii
Potato leaflet stunt bacterium
Pseudomonas corrugata
Pseudomonas syringae pv.actinidae
Pseudomonas lignicola
Pseudomonas savastanoi pv. phaseolicola
Pseudomonas syringae pv. eriobotryae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Pseudomonas syringae pv. morprunorum
Pseudomonas syringae pv. papulans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Pseudomonas syringae pv. tabaci
Pseudomonas viridiflava
Ralstonia solanacearum Race3
Xanthomonas acernea
Xanthomonas arboricola pv. corylina
Xanthomonas axonopodis pv. begoniae
Xanthomonas axonopodis pv. dieffenbachiae
Xanthomonas axonopodis pv. glycines
Xanthomonas axonopodis pv. phaseoli
Xanthomonas axonopodis pv. poinsettiicola
Xanthomoas axonopodis pv. vignicola
Xanthomonas axonopodis pv. vitians
Xanthomonas cucurbitae
Xanthomonas campestris pv. armoraciae
Xanthomonas campestris pv.musacearum
Xanthomonas fragariae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anthomonas hortorum pv. perlargonii
Xanthomonas hyacinthi
Xanthomonas oryzae pv. oryzicola
Xanthomonas transluscens pv. transluscens
Xanthomonas theicola
Xanthomonas populi

라. 진균(80종)
Alternaria gaisen
Anisogramma anomala
Apiosporina morbosa
Atropellis piniphila
Botryosphaeria laricina
Calonectria ilicicola
Ceratocystis fagacearum
Ceratocystis fimbriata
Chrysomyxa abietis
Chrysomyxa ledi
Ciborinia camelliae
Cronartium coleosporioides
Cronartium flaccidum
Cronartium quercuum f. sp. fusiforme

Cronartium himalayense
Cronartium kamtschaticum
Cronartium quercuum
Cryphonectria parasitica
Cytospora sp.
Diaporthe mali
Diaporthe phaseolorum
Diaporthe tanakae
Diaporthe vaccinii
Didymella ligulicola
Elsinoe australis
Endocronartium harknessii
Entyloma holwayi H. & P. Sy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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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ypa lata
Fusarium subglutinans
Fusarium oxysporum f. sp.
Gaeumannomyces graminis
Gibberella circinata
Gremmeniella abietin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clavipes
Gymnosporangium fuscum
Gymnosporangium globosum
Gymnosporangium yamadae
Hymenoscyphus pseudoalbidus
Lachnellula willkommii

- 계 속(진균) Leptosphaeria maculans
Leptosphaeria nodorum
Macrophomina phaseolina
Marasmiellus scandens
Melampsora farlowii
Monilinia fructigena
Nectria galligena
Nectria mauritiicola
Nectriella pironii
Ophiostoma novo-ulmi
Ophiostoma ulmi
Ophiostoma wageneri
Peronosclerospora maydis
Peronosclerospora sacchari

Phoma andigena
Phoma exigua var. foveata
Phoma tracheiphila
Phomopsis viticola
Phomopsis vitimegaspora
Phomopsis vitimegasora
Phymatotrichopsis omnivora
Phytophthora fragariae
Puccinia gladioli
Puccinia mccleanii
Puccinia pittieriana
Rigidioporus lignosus
Sclerotium cepivorum
Septoria lycopersici

Stenocarpella maydis
Thecaphora solani
Tilletia barclayana
Tilletia indica
Trachysphaera fructigena
Uredo dioscoreae-alatae
Uredo gladioli-buettneri
Urocystis agropyri
Urocystis tritici
Ustilago scitaminea
Verticillium alboatrum
Verticillium dahliae

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468종) : 매개체(vector)도 수입금지
Abutilon mosaic virus (AbMV) (Geminiviridae, Begomovirus)
Ageratum yellow vein virus (AYVV) (Geminiviridae, Begomovirus)
African cassava mosaic virus (ACMV) (Geminiviridae, Begomovirus)
Agropyron mosaic virus (AgMV) (Potyviridae, Bymovirus)
Alfalfa cryptic virus 1 (ACV-1) (Partitiviridae, alphacryptovirus)
Alfalfa enation virus
Alfalfa mosaic virus (AlMV) (Bromoviridae, alfamovirus)
Alsike clover vein mosaic virus
Alstroemeria mosaic virus (AlMV) (Potyviridae, potyvirus)
Amaranthus leaf mottle virus (AmLMV) (Potyviridae, potyvirus)
American plum line pattern virus (APLPV) (Bromoviridae, Ilarvirus)
Andean potato latent virus (APLV) (Tymovirus)
Andean potato mottle virus (APMoV) (Comoviridae, Comovirus)
Anthoxanthum latent blanching virus (ALBV) ( Hordeivirus)
Anthriscus yellows virus (AYV) (Sequiviridae, waikavirus)
Apple chat fruit disease
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CLSV) (Trichovirus, Flexiviridae)
Apple dimple fruit viroid (ADFVD) (Apscaviroid, Pospiviroidae)
Apple mosaic virus (ApMV) (Bromoviridae, Ilarvirus)
Apple scar skin viroid (ASSVd) (Pospiviroidae, Apscaviriod)
Apple stem grooving virus (ASGV) (Capillovirus, Flexiviridae)
Apple stem pitting virus (ASPV) (Foveavirus, Flexiviridae)
Arabis mosaic virus (ArMV) (Comoviridae, Nepovirus)
Araujia mosaic virus (ArjMV) (Potyviridae, potyvirus)
Arracacha Virus A (AVA) (Comoviridae, Nepovirus)
Arracacha Virus B (AVB) (Comoviridae, Nepovirus)
Arracacha Virus Y (AVY) (Potyviridae, poty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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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Artichoke Italian latent virus (AILV) (Comoviridae, nepovirus)
Artichoke latent virus (ArLV) (Potyviridae, potyvirus)
Artichoke mottled crinkle virus (AMCV) (Tombusviridae, Tombusvirus)
Artichoke yellow ringspot virus (AYRSV) (Comoviridae, Nepovirus)
Asparagus virus 1 (AV-1) (Potyviridae, potyvirus)
Asparagus virus 2 (AV-2) (Bromoviridae, ilarvirus)
Asparagus virus 3 (AV-3) (Potexvirus)
Banana bunchy top virus (BBTV) (Nanovirus)
Barley mild mosaic virus (BaMMV) (Potyviridae, bymovirus)
Barley mosaic virus (BBV)
Barley yellow dwarf virus-GPV (BYDV-GPV) (Luteovirus)
Barley yellow mosaic virus (BaYMV) (Potyviridae, Bymovirus)
Barley yellow striate mosaic virus (BYSMV) (Rhabdoviridae, Cytorhabdovirus)
Bean calico mosaic virus (BCaMV) (Geminiviridae, Begomovirus)
Bean common mosaic virus (Potyviridae, potyvirus)
Bean golden mosaic virus (BGMV) (Geminiviridae, Begomovirus)
Bean leaf roll virus (BLRV) (Luteoviridae, luteovirus)
Bean mild mosaic virus (BMMV) (Tombusviridae, carmovirus)
Bean pod mottle virus (BPMV) (Comoviridae, comovirus)
Bean rugose mosaic virus (BRMV) (Comoviridae, comovirus)
Bean southern mosaic virus (SBMV) (sobemovirus)
Bean yellow vein banding virus (BYVBV) (Umbravirus)
Beet distortion mosaic virus
Beet mild yellowing virus (BMYV) (Luteoviridae, luteovirus)
Beet mosaic virus (BtMV) (Potyviridae, potyvirus)
Beet soil-borne virus (BSBV) (Pomovirus)
Beet western yellows virus (BWYV) (Luteoviridae, luteovirus)
Beet yellows virus (BYV)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Beet yellow stunt virus (BYSV)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Beet curly top virus (BCTV) (Geminiviridae, Curtomovirus)
Beet leaf curl virus (BLCV) (Rhabdoviridae)
Beet necrotic yellow vein virus (BNYVV) (Benyvirus)
Belladonna mottle virus (BeMV) (Tymovirus)
Bermuda grass etched-line virus (BELV) (Marafivirus)
Bhendi yellow vein mosaic virus (BYVMV) (Geminiviridae, Begomovirus)
Bidens mosaic virus (BiMV) (Potyviridae, potyvirus)
Bidens mottle virus (BiMoV) (Potyviridae, potyvirus)
Black raspberry latent ilarvirus
Black raspberry necrosis virus (BRNV)
Blackcurrant reversion associated virus (BRAV) (Comoviridae, Nepovirus)
Blueberry leaf mottle virus (BLMoV) (Comoviridae, Nepovirus)
Blueberry necrotic shock virus (BlShV ) (ilarvirus)
Blueberry red ringspot virus (BRRV) (Caulimoviridae, caulimovirus)
Blueberry scorch virus (BBScV) (carlavirus)
Blueberry shoestring virus (BSSV) (sobem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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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Broad bean B virus
Broad bean necrosis virus (BBNV) (Pomovirus)
Broad bean severe chlorosis virus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Broad bean stain virus(BBSV) (Comoviridae, comovirus)
Broad bean true mosaic virus (BBTMV) (Comoviridae, comovirus)
Broad bean wilt virusd (BBWV) (Comoviridae, fabavirus)
Broad bean yellow ringspot virus
Broad bean yellow vein virus (Rhabdoviridae, cytorhabdovirus)
Broccoli necrotic yellows virus (BNYV) (Rhabdoviridae, cytorhabdovirus)
Brome mosaic virus (BMV) (Bromoviridae, bromovirus)
Brome streak mosaic virus (BrStMV) (Potyviridae, Tritimovirus)
Burdock mosaic virus
Burdock mottle virus
Burdock yellows virus (BuYV)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Cacao necrosis virus (CNV) (Comoviridae, nepovirus)
Cacao swollen shoot virus (CSSV) (Caulimoviridae, badnavirus)
Cacao yellow mosaic virus (CYMV) (Tymovirus)
Cactus virus (CV-2) (Carlavirus)
Canna yellow mottle VIRUS (CaYMV) (Caulimoviridae, badnavirus)
Caper latent virus (CapLV) (Carlavirus)
Cardamine chlorotic fleck virus (CCFV) (Tombusviridae, carmovirus)
Cardamom mosaic virus (CdMV) (Potyviridae, potyvirus)
Carnation cryptic virus 1(CCV-1) (Partitiviridae, alphacryptovirus)
Carnation etched ring virus (CERV) (Cualimoviridae, caulimovirus)
Carnation Italian ringspot virus (CIRV) (Tombusviridae, tombusvirus)
Carnation latent virus (CLV) (Carlavirus)
Carnation mottle virus (CarMV) (Carmovirus)
Carnation necrotic fleck virus (CNFV) (Clostreoviridae, closterovirus)
Carnation ringspot virus (CRSV) (Tombusviridae, dianthovirus)
Carnation vein mottle virus (CVMoV) (Potyviridae, potyvirus)
Carrot latent virus (CtLV) (Rhabdoviridae, nucleorhabdovirus)
Carrot mottle mimic virus (CmoMV) (Umbravirus)
Carrot mottle virus (CMoV) (Umbravirus)
Carrot red leaf virus (CtRLV) ( Luteoviridae, luteovirus)
Carrot temperate virus 1 (CteV-1) (Partitiviridae, alphacryptovirus)
Carrot temperate virus 2 (CteV-2) (Partitiviridae, betacryptovirus)
Carrot temperate virus 3 (CteV-3) (Partitiviridae, alphacryptovirus)
Carrot temperate virus 4 (CteV-4) (Partitiviridae, alphacryptovirus)
Carrot thin leaf virus (CTLV) (Potyviridae, potyvirus)
Cowpea chlorotic mottle virus (CCMV) (Bromoviridae, Bromovirus)
Cowpea golden mosaic virus (CPGMV) (Geminiviridae, Begomovirus)
Cowpea green vein-banding virus (CGVBV) (Potyviridae, Potyvirus)
Cowpea mosaic virus (CPMV) (Comoviridae, Comovirus)
Cowpea rugose mosaic virus (CPRMV) (Potyviridae, Potyvirus)
Cowpea severe mosaic virus (CPSMV) (Comoviridae, Comovirus)
Cowpea stunt virus (Luteovirus)
Cassava African mosaic virus (ACM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Cassava green mottle virus (CaGMV) (Comoviridae, nepovirus)
Cassava Indian mosaic virus (ICM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Cassava Ivorian bacilliform virus (CsIBV) (Ourmiavirus)
Cassava virus X (CsVX) (Potexvirus)
Cassia mosaic virus
Cassia ringspot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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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Cassia yellow blotch virus (CYBV) (Bromoviridae, bromovirus)
Cassia yellow spot virus (CasYSV) (Potyviridae, potyvirus)
Cauliflower mosaic virus (CaMV) (Caulimoviridae, caulimovirus)
Celery mosaic virus (CeMV) (Potyviridae, potyvirus)
Cereal northern mosaic virus (NCMV) (cytorhabdovirus)
Cassava brown streak virus (CsBSV) (Potyviridae, Ipomovirus)
Cassava common mosaic virus (CsCMV) (Potexvirus)
Cereal chlorotic mosaic virus (CCMoV) (Rhabdoviridae)
Cherry green ring mottle virus (CGRMV) (Foveavirus)
Cherry leaf roll virus (CLRV) (Comoviridae, Nepovirus)
Cherry mottle leaf virus (CMLV) (Trichovirus)
Cherry rasp leaf virus (CRLV) (Comoviridae, Nepovirus)
Cherry virus A (CVA) (Capillovirus)
Chickpea bushy dwarf virus (CpBDV) (Potyviridae, potyvirus)
Chickpea distortion mosaic virus (Potyviridae, potyvirus)
Chicory virus (ChVX)( potexvirus)
Chicory yellow mottle virus (ChYMV)(Comovirirdae, nepovirus)
Chino del tomaté virus (CdT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Chloris striate mosaic virus (CSMV) (Geminiviridae, monogeminivirus)
Chrysanthemum virus B (CVB) (Carlavirus)
Citrus blight disease
Citrus leprosis virus (CiLV) (Rhabdoviridae)
Citrus yellow mosaic virus (CiYMV) (Caulimoviridae, Badnavirus)
Citrus leaf rugose virus (CiLRV) (Rhabdoviridae, ilarvirus)
Citrus ringspot virus
Citrus sudden death-associated virus (CSD-associated virus) (Marafivirus, Tymoviridae)
Citrus variegation virus (CVV) (Bromoviridae, ilarvirus)
Clitoria yellow vein virus (CYVV) (Tymovirus)
Clover mild mosaic virus
Clover wound tumor virus (WTV) (Phytoreovirus)
Clover yellow mosaic virus (ClYMV) (potexvirus)
Clover yellows virus (CYV)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Clover yellow vein virus (ClYVV) (Potyviridae, potyvirus)
Cocksfoot mottle virus (CoMV) (Sobemovirus)
Coconut foliar decay virus (CFDV) (Nanavirus)
Commelina diffusa virus (Potyviridae, potyvirus)
Commelina mosaic virus (ComMV) (Potyviridae, potyvirus)
Commelina virus X (ComVX) (potexvirus)
Commelina yellow mottle virus (ComYMV) (Caulimoviridae, badnavirus)
Cocksfoot mild mosaic virus (CoMV) (Sobemovirus)
Cocoa mottle leaf virus
Colombian datura virus (CDV) (Potyviridae, Potyvirus)
Coriander feathery red vein virus (CFRVV) (Rhabdoviridae, nucleorhabdovirus)
Cotton leaf curl virus (CLCuV) (Geminiviridae, Begomovirus)
Cotton leaf crumple virus (CLCr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Cowpea mild mottle virus (CPMMV) (Carlavirus)
Crimson clover latent virus (CCLV) (Comoviridae, nepovirus)
Crinum mosaic virus (CriMV) (Potyviridae, potyvirus)
Croton yellow vein mosaic virus (CYVM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CGMMV) (Tobamovirus)
Cucumber leaf spot virus (CLSV) (Tombusviridae, carmovirus)
Cucumber necrosis virus (CuNV) (Tombusviridae, tombus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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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Figwort mosaic virus (FMV) (Caulimoviridae, caulimovirus)
Foxtail mosaic virus (FoMV) (Potexvirus)
Frangipani mosaic virus (FrMV) (Tobamovirus)
French bean mosaic virus
Freesia leaf necrosis virus (FLNV) (Varicosavirus)
Freesia mosaic virus (FreMV) (Potyviridae, Potyvirus)
Galinsoga mosaic virus (GaMV) (Tombusviridae, carmovirus)
Glycine mosaic virus (GMV) (Comoviridae, Comovirus)
Grapevine Algerian latent virus (GALV) (Tombusviridae, Tombusvirus)
Grapevine asteroid mosaic virus
Grapevine berry inner necrosis virus (GINV) (Trichovirus)
Grapevine Bulgarian latent virus (GBLV) (Comoviridae, Nepovirus)
Grapevine chrome mosaic virus (GCMV) (Comoviridae, Nepovirus)
Grapevine stem pitting associated closterovirus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Grapevine Tunisian ringspot virus (GTRSV) (Comoviridae, Nepovirus)
Grapevine fanleaf virus (GFLV) (Comoviridae, nepovirus)
Grapevine fleck virus (GFKV)
Grapevine stunt virus
Grapevine vein necrosis virus
Grapevine virus B (GVB) (Vitivirus, Flexiviridae)
Groundnut chlorotic leaf streak virus
Groundnut chlorotic spotting virus
Groundnut rosette assistor virus (GRAV) (Luteoviridae, Enamovirus)
Groundnut rosette virus (GRV) (Umbravirus)
Groundnut eyespot virus (GEV) (Potyviridae, Potyvirus)
Guar symptomless virus (GSLV) (Potyviridae, Potyvirus)
Guar top necrosis virus
Guinea grass mosaic virus (GGMV) (Potyviridae, Potyvirus)
Helenium virus S (HVS) (Carlavirus)
Helenium virus Y (HVY) (Potyviridae, Potyvirus)
Henbane mosaic virus (HMV) (Potyviridae, Potyvirus)
Heracleum latent virus (HLV) (Vitivirus)
Hibiscus latent ringspot virus (HLRSV) (Comoviridae, nepovirus)
Hibiscus chlorotic ringspot virus (HCRSV) (Tombusviridae, Carmovirus)
Honeysuckle latent virus (LnLV) (Carlavirus)
Hop American latent (AHLV) (Carlavirus)
Hop latent virus (HpLV) (Carlavirus)
Hop mosaic virus (HpMV) (Carlavirus)
Hop trefoil cryptic virus 1 (HTCV-1) (Partitiviridae, alphacryptovirus)
Hop trefoil cryptic virus 2 (HTCV-2) (Partitiviridae, betacryptovirus)
Hop trefoil cryptic virus 3 (HTCV-3) (Partitiviridae, alphacryptovirus)
Hop stunt viriod (HpSVD) (Hostuviroid, Pospiviroidae)
Hordeum mosaic virus (HoMV) (Potyviridae, Potyvirus)
Humulus japonicus virus (HJV) (Bromoviridae, ilarvirus)
Hyacinth mosaic virus (HyaMV) (Potyviridae, Poty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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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Hydrangea mosaic viris (HdMV) (Bromoviridae, ilarvirus)
Hydrangea ringspot virus (HRSV) (Potexvirus)
Horsegram yellow mosaic virus (HgYMV) (Geminiviridae, Begomovirus)
Iris fulva mosaic virus (IFMV) (Potyviridae, Potyvirus)
Iris Japanese necrotic ring virus
Iris mild mosaic virus (IMMV) (Potyviridae, Potyvirus)
Iris severe mosaic virus (ISMV) (Potyviridae, Poty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INSV) (Bunyaviridae, Tospovirus)
Indian peanut clump virus (IPCV) (Pecluvirus)
Indonesian soybean dwarf virus (ISDV) (Luteoviridae, Enamovirus)
Iranian maize mosaic virus
Jatropha mosaic virus (JM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Johnsongrass mosaic (JGMV) (Potyviridae, Potyvirus)
Kalanchoe isometric virus
Kalanchoe latent virus (KLV) (Carlavirus)
Kalanchoe top-spotting virus (KTSV) (Caulimoviridae, badnavirus)
Kennedya yellow mosaic virus (KYMV) (Tymovirus)
Kennedya virus Y (KVY) (Potyviridae, Potyvirus)
Kyuri green mottle mosaic virus (KGMMV) (Tobamovirus)
Konjac mosaic virus (KoMV) (Potyviridae, Potyvirus)
Kober stem grooving
Lamium mild mottle virus (LMMV) (Comoviridae, fabavirus)
Lato River virus (LRV) (Tombusviridae, tombusvirus)
Leek yellow stripe virus (LYSV) (Potyviridae, potyvirus)
Lettuce big-vein virus (LBVV) (Varicosavirus)
Lettuce mosaic virus (LMV) (Potyviridae,potyvirus)
Lettuce necrotic yellows virus (LNYV) (Rhabdoviridae, cytorhabdovirus)
Lettuce speckles mottle virus (LSMV) (Umbravirus)
Lilac chlorotic leafspot virus (LCLV) (Capillovirus)
Lilac mottle virus (LiMV) (Carlavirus)
Lilac ring mottle virus (LRMV) (Bromoviridae, ilarvirus)
Lily mottle virus (LMoV) (Potyviridae, potyvirus)
Lily virus X (LVX) (Potexvirus)
Lettuce infectious yellows virus (LIYV) (Closteroviridae, Crinivirus)
Limabean golden mosaic virus (LGMV) (Geminiviridae, Begomovirus)
Little cherry virus (LChV)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LN33 stem grooving
Lucerne Australian symptomless virus (LASV) (Comoviridae, Nepovirus)
Lucerne vein yellowing virus
Lucerne transient streak virus (LTSV) (Sobemovirus)
Lychnis ringspot virus (LRSV) (Hordeivirus)
Maclura mosaic virus (MacMV) (Potyviridae, macluravirus)
Maize chlorotic dwarf virus (MCDV) (Sequiviridae, waikavirus)
Maize chlorotic mottle virus (MCMV) (Tombusviridae, machlomovirus)
Maize dwarf mosaic virus (MDMV) (Potyviridae, potyvirus )
Maize line virus
Maize mosaic virus (MMV) (Rhabdoviridae, nucleorhabd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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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Maize rayado fino virus (MRFV) (Marafivirus)
Maize white line mosaic virus (MWLMV)
Maize mottle/chlorotic stunt virus
Maize rough dwarf virus (MRDV) (Reoviridae, Fijivirus)
Maize streak virus (MSV) (Genimiviridae, Mastrevirus)
Malvastrum mottle virus
Malva vein clearing virus (MVCV) (Potyviridae, potyvirus)
Marigold mottle virus (MaMoV) (Potyviridae, potyvirus)
Melandrium yellow fleck virus (MYFV) (Bromoviridae, bromovirus)
Melon leaf curl virus(MLC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Melon necrotic spot virus (MNSV) (Tombusviridae, carmovirus)
Melon Ourmia virus (OuMV) (Ourmiavirus)
Melon rugose mosaic virus (MRMV) (Tymovirus)
Milk vetch dwarf virus (MDV) (Nanovirus)
Mimosa mosaic virus
Mirabilis mosaic virus (MiMV) (Caulimovirus)
Miscanthus streak virus (MiSV) (Geminiviridae, monogeminivirus)
Mulberry latent virus (MLV) (Carlavirus)
Mulberry ringspot virus (MRSV) (Comoviridae, nepovirus)
Mung bean yellow mosaic virus (MYM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Muskmelon vein necrosis virus (MuVNV) (Carlavirus)
Myrobalan latent ringspot virus (MLRSV) (Comoviridae, nepovirus)
Narcissus latent virus (NLV) (Potyviridae, macluravirus)
Narcissus mosaic virus (NMV) (Potexvirus)
Narcissus yellow stripe virus (Potyviridae, potyvirus)
Natsudaidai dwarf virus (NDV) (Sadwavirus)
Neckar River virus (NRV) (Tombusviridae, tombusvirus)
Nerine latent virus (NeLV) (Carlavirus)
Nerine virus (NV) (Potyviridae, potyvirus)
Nerine virus X(NVX) (Potexvirus )
Northern cereal mosaic virus (NCMV) (Rhabdoviridae, Cytorhabdovirus)
Oak ringspot virus
Oat blue dwarf virus (OBDV) (Marafivirus)
Oat golden stripe virus (OGSV) (Furovirus)
Oat mosaic virus (OMV) (Potyviridae, bymovirus)
Oat necrotic mottle virus (ONMV) (Potyviridae, rymovirus)
Oat red streak mosaic virus
Oat sterile dwarf virus (OSDV) (Reoviridae, Fijivirus)
Okra leaf-curl virus(OLCV) (Geminivirus, bigeminivirus)
Okra mosaic virus (OkMV) (Tymovirus)
Olive latent ringspot virus (OLRSV) (Comoviridae, nepovirus)
Ononis yellow mosaic virus (OYMV) (Tymovirus)
Opuntia Sammons' virus (SOV) (Tobamovirus)
Ornithogalum mosaic virus
Pangola stunt virus (PaSV) (Reoviridae, Fijivirus)
Panicum streak virus (PanSV) (Geminiviridae, monogeminivirus)
Papaya leaf curl virus (PaLCuV) (Begomovirus, Geminivir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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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Papaya meleira virus (PMeV)
Papaya mosaic virus (PapMV) (Potexvirus, Flexiviridae)
Paprika mild mottle virus (PaMMV) (Tobamovirus)
Parietaria mottle virus (PmoV) (Bromoviridae, ilarvirus)
Parsnip leafcurl virus
Parsnip mosaic virus (ParMV)
Parsnip yellow fleck virus (PYFV) (Sequiviridae, sequivirus)
Paspalum striate mosaic virus (PSMV) (Geminiviridae, monogeminivirus)
Passiflora latent virus (PLV)(Carlavirus)
Passiflora South African virus (Potyviridae, potyvirus)
Passiflora ringspot virus (PFRSV) (Potyviridae, potyvirus)
Passionfruit woodiness virus (PWV) (Potyviridae, potyvirus)
Passionfruit yellow mosaic virus (PaYMV)(Tymovirus)
Patchouli mosaic virus (Potyviridae, potyvirus)
Pea early browning virus (PEBV) (Tobravirus)
Pea enation mosaic virus-1 (PEMV-1) (Luteovirus)
Pea enation mosaic virus-2 (PEMV-2) (Umbravirus)
Pea mild mosaic virus (PmiMV) (Comoviridae, comovirus)
Pea mosaic virus (Potyviridae, potyvirus)
Peanut chlorotic streak virus (PCSV) (Caulimoviridae, caulimovirus)
Peanut green mosaic virus (Potyviridae, potyvirus)
Peanut stunt virus (PSV) (Bromoviridae, cucumovirus)
Peanut yellow spot virus (PeYMV) (Tospovirus)
Peach American mosaic virus
Peach latent mosaic viroid(PLMVd)
Peach mosaic virus (PMV) (Trichovirus)
Peach rosette mosaic virus (PRMV) (Comoviridae, Nepovirus)
Peanut clump virus (PCV) (Pecluvirus)
Pear blister canker viroid (PBCVd) (Pospiviroidae, Apscaviriod)
Pear necrotic spot virus
Pepino mosaic virus (PepMV) (Flexiviridae, Potexvirus)
Pineapple bacillfform virus (PBV) (Badnavirus, Caulimoviridae)
Pineapple mealybug wilt-associated virus-1 (PMWaV-1) (Ampelovirus, Closteroviridae)
Pineapple mealybug wilt-associated virus-1 (PMWaV-2) (Ampelovirus, Closteroviridae)
Plantago asiatica mosaic virus
Plum American line pattern virus (APLPV) (Harvirus, Bromoviridae)
Plum bark split virus
Plum pox virus (PPV) (Potyviridae, Potyvirus)
Plum rusty blotch
Potato black ringspot virus (PBRSV) (Comoviridae, Nepovirus)
Potato deforming mosaic virus
Potato mop-top virus (PMTV) (Pomovirus)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Pospiviroidae, Pospiviroid)
Potato virus T (PVT) (Trichovirus)
Potato virus U (PVU) (Comoviridae, Nepovirus)
Potato virus V (PVV) (Potyviridae, Poty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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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Potato yellow dwarf virus (PYDV) (Rhabdoviridae, Nucleorhabdovirus)
Potato yellow vein virus (PYVV) (Closteroviridae, Crinivirus)
Potato yellowing virus
Prune dwarf virus (PDV) (Bromoviridae, Ilarvirus)
Prunus necrotic ringspot virus (PNRSV) (Bromoviridae, Ilarvirus)
Raspberry leaf curl virus
Raspberry ringspot virus (RpRSV) (Comoviridae, Nepovirus)
Red clover mottle virus (RCMV) (Comoviridae, Comovirus)
Rice gall dwarf virus (RGDV) (Reoviridae, Phytoreovirus)
Rice tungro bacilliform virus (RTBV) (Caulimoviridae, Rice tungro bacilliform-like virus)
Rice tungro spherical virus (RTSV) (Sequiviridae, Waikavirus)
Rice yellow mottle virus (RYMV) (Sobemovirus)
Rupestris stem pitting-associated virus (Foveavirus, Flexiviridae)
Squash leaf curl virus (SLCV) (Geminiviridae, Begomovirus)
Squash mosaic virus (SqMV) (Comoviridae, Comovirus)
Strawberry latent ringspot virus (SLRSV) (Sadwavirus)
Strawberry veinbanding virus (SVBV) (Caulimoviridae, Caulimovirus)
Sugarcane yellow leaf virus (ScYLV) (Polerovirus, Luteoviridae)
Tomato black ring virus (TBRV) (Comoviridae, Nepovirus)
Tobacco rattle virus (TRV) (Tobravirus)
Tobacco ringspot virus (TRSV) (Comoviridae, Nepovirus)
Tobacco mosaic virus (TMV) (Tobamovirus)
Tobacco necrosis virus
Tobacco streak virus (TSV) (Ilarvirus, Bromoviridae)
Tomato bushy stunt virus (TBSV) (Tombusvirus, Tombusviridae)
Tomato mottle virus (ToMoV) (Geminiviridae, Begomovirus)
Tomato ringspot virus (ToRSV) (Comoviridae, Nepovirus)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TYLCV) (Geminiviridae, Begomovirus)
Tulare apple mosaic virus (TAMV) (Ilarvirus, Bromoviridae)
Tulip breaking virus
Ullucus virus C (UVC)(Comoviridae, comovirus)
Ullucus mild mottle virus (UMMV) (Tobamovirus)
Ullucus mosaic virus (UMV) (Potyviridae, potyvirus)
Urd bean leaf crinkle virus
Vallota mosaic virus (ValMV ) (Potyviridae, potyvirus)
Vanilla mosaic virus (VanMV ) (Potyviridae, potyvirus)
Vanilla necrosis virus (Potyviridae, potyvirus)
Velvet tobacco mottle virus (VTMoV) (Sobemovirus)
Viola mottle virus (VMV) (Potexvirus)
Voandzeia distortion mosaic virus (Potyviridae, potyvirus)
Voandzeia necrotic mosaic virus (VNMV) (Tymovirus)
Watercress yellow spot virus (WYSV)
Watermelon chlorotic stunt virus (WmCSV) (Geminiviridae,bigeminivirus)
Watermelon curly mottle virus (WmCMV) (Geminiviridae, bigeminivirus)
Watermelon mosaic virus 2 (WMV-2) (Potyviridae, potyvirus)
Wheat American striate mosaic virus (WASMV) (Rhabdovirus, nucleorhabdovirus)
Wheat yellow leaf virus (WYLV) (Closteroviridae, Closter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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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바이러스, 바이로이드) Wheat dwarf virus (WDV) (Geminiviridae,monogeminivirus)
Wheat soil-borne mosaic virus (SBWMV) (Furovirus)
Wheat streak mosaic virus (WSMV) (Potyviridae, rymovirus)
Wheat spindle streak mosaic virus (WSSMV) (Potyviridae,bymovirus)
Wheat yellow mosaic virus (WYMV) (Potyviridae, bymovirus)
White clover mosaic virus(WClMV) (Potexvirus)
Wild cucumber mosaic virus (WCMV) (Tymovirus)
Wild potato mosaic (WPMV) (Potyviridae, Potyvirus)
Wineberry latent virus (WLV)
Wisteria vein mosaic virus (WVMV) (Potyviridae, Potyvirus)
Yam mosaic virus (YMV) (Potyviridae, Potyvirus)
Zucchini yellow fleck virus (ZYFV) (Potyviridae, Potyvirus
※ 위 바이러스의 매개체 또한 규제 대상 임

바. 파이토플라즈마(Phytoplasma, 93종)
Alder yellows AlY
Almond witches broom phytoplasma
American aster yellows AAY
Annual blue grass white leaf ABGWL
Apple proliferation AT, AP-A
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AP
Ash yellows AshY
Aster yellows AY
Australian grapevine yellows AUSGY
Bermudagrass white leaf BGWL
Black alder witches'-broom BAWB
Blueberry stunt BBS1 BBS3
Bois noir BN
Canadian peach X phytoplasma CX
Candidatus Liberibacter americanus Lam
Candidatus Phytoplasma asteris
Candidatus Phytoplasma australiense
Candidatus Phytoplasma caricae
Celery yellows CelY
Cherry lethal yellows CLY
Chrysanthemum yellows CY
Clover phyllody CPh
Clover proliferation CP
Clover yellow edge CYE
Coconut lethal yellows LY, LY3
Dwarf aster yellows DAY
Eastern aster yellows NAY

Eggplant dwarf ED
Elm witches'-broom ULW
Elm yellows
Eucalyptus little leaf
European aster yellows EAY
European stone fruit yellows phytoplasma
European stone fruit yellows PPER
Faba bean phyllody FBP
Flavescence doree
Garland chrysanthemum WB GCW
Gentian witches'-broom GW
Gladiolus yellows GLY
Goldenrod yellows GRY (GR1)
Grapevine yellows
Grey dogwood witches'-broom GD1
Hydrangea phyllody HyPH1
Hydrangea virescence
Ipomoea witches'-broom IOB
Jujube witches'-broom JWB
Leafhopper-borne BVK
Lilac witches'-broom LiWB
Loofah witches'-broom LfWB
Maize bushy stunt MBS
Marguerite yellows MY
Maryland aster yellows AY1
Mexican periwinkle virescence MPV
Michigan aster yellows MI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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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파이토플라즈마) Milkweed yellows MWY (MW1)
Mitsuba witches'-broom JHW
Mulberry dwarf MD
New Jersey aster yellows NJAY
Oklahoma aster yellows OKAY1
Onion yellows OAY (OA)
Passion fruit proliferation phytoplasma
Peach rosette phytoplasma
Peach yellow leaf roll PYLR
Pear decline PD
Pecan bunch PB
Periwinkle little leaf CN1
Periwinkle virescence VR, BLTVA
Phormium yellow leaf PYL
Plum leptonecrosis PLN
Potato yellows
Primula yellows PY
Ranunculus phyllody RPh
Rice yellow dwarf RYD

Rubus stunt RS
Spiraea stunt SP1
Stolbur STOL
Strawberry green petal
Sugarcane grassy shoot SCGS
Sugarcane white leaf phytoplasma
Sunhemp witches'-broom SUNHP
Sweet potato little leaf SPLL
Sweet potato witches'-broom SPWB
Tanzanian coconut lethal decline LDT
Tomato big bud
Tomato yellows TY
Tsuwabuki witches'-broom TW
Vaccinium witches'-broom VAC
Walnut witches'-broom WWB
Western aster yellows SAY, TLAY
Witches'-broom of lime WBDL
X-disease
Yucatan coconut lethal decline LDY

사. 선충류(54종)
Anguina tritici
Aphelenchoides aradhidis
Aphelenchoides bicaudatus
Aphelenchoides fragariae
Aphelenchoides goodeyi
Aphelenchoides rizemabosi
Aphelenchoides suipingensis
Belonolaimus gracilis
Belonolaimus longicaudatus
Bursaphelenchus muconatus
Bursaphelenchus xylophilus
Ditylenchus triformis
Dolichodorus heterocephalus
Globodera pallida
Globodera tabacum
Hemicycliophora arenaria
Hemicycliophora nudata
Heterodera glycines

Heterodera goettingiana
Heterodera sacchari
Heterodera schachtii
Heterodera zeae
Hirschmanniella gracilis
Hirschmanniella imamuri
Hirschmanniella magna
Hirschmanniella miticausa
Hirschmanniella spinicaudata
Hoploaimus spp.
Longidorus elongatus
Longidorus jiangsuensis
Meloidogyne fugianensis
Meloidogyne kongi
Meloidogyne lini
Nacobbus aberrans
Paralongidorus spp.
Paratrichodorus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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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richodorus porosus
Pratylenchus convallariae
Pratylenchus goodeyi
Pratylenchus indicus
Pratylenchus laticauda
Pratylenchus penetrans
Pratylenchus pratensis
Pratylenchus vulnus
Pratylenchus zeae
Radopholus citri
Rhadinaphelenchus cocophilus
Scutellonema bradys
Trichodorus spp.
Xiphinema bricolense
Xiphinema californicum
Xiphinema diversicaudatum
Xiphinema humaniense
Xiphinema index

아. 잡초(284종)
Abelmoschus ficulneus (L.) Wight & Arn.
Acacia podalyriifolia
Acanthospermum hispidum DC.
Achnatherum calamagrostis P.Beauv.
Ageratum mexicanum= A. houstonianum
Agropyron repens (L.) Beauv. (syn. Triticum repens L.)
Albizia julibrissin Durazz.
Alopecurus aequalis Sobol.
Alternanthera philoxeroides (Mart) Griseb.
Amaranthus blitum L.
Amaranthus dubius Mart.
Amaranthus gracilis Desf.
Amaranthus graecizans L.
Amaranthus hybridus L.
Amaranthus patulus Bertoloni
Amaranthus retroflexus L.
Ambrosia artemisiifolia L.
Ambrosia psilostachya DC.
Ambrosia trifida L.
Ammi majus L.
Ammi visnaga
Andropogon virginicus L.
Anthemis cotula L.
Anthocephalus chinensis Walp.
Ardisia elliptica Thunb.
Asphodelus tenuifolius Cav.
Aster subulatus Michx.
Atriplex hortensis
Avena sterilis L.
Bidens pilosa L.
Bidens triplinervia
Boerhavia erecta L.
Bowiea volubilis Harv.ex Hook.f.
Brachiaria eruciformis (J. E. Sm.) Griseb.
Brachiaia mutica (Forssk) Stapf
Brachiaria plantaginea (Link) Hitchc.
Brachiaria sylvaticum (Huds.) Beauv.
Brassica kaber (DC.) L.C.Wheeler var.
pinnatifida (Stokes), L.C.Wheeler (syn. Sinapis
arvensis L., Brassica arvensis, Brassica kaber)
Brassica nigra (L.) Koch
Bromus secalinus L.
Bromus tectorum L.
Cabomba caroliniano Gray
Calamogrostis epigejos (L.) Roth
Camelina sativa
Campanula cochleariifolia

Cannabis sativa
Cardaria draba (L.) Desv. (Lepidium draba L.)
Cadiospermum grandiflorum Sw.
Carduus nutans L.
Carduus pycnocephalus L.
Ceanothus americannus L.
Cecropia obtusifolia Bertol.
Cecropia peltata L.
Centaurea repens L.
Centaurea solstitialis L.
Centrosema pubescens
Cephalaria syriaca (L.) Schrad.
Cerastium arvense L.
Chasmanthium latifolium (Michx) Yates
Chasmanthium laxum (L.) Yates
Chenopodium album
Chenopodium murale L.
Chenopodium opulifolium Schrad.
Chondrilla juncea L.
Chromolaena odorata (L.) R.M.King&H.Rob.
Chrysophulllum oliviforme L.
Chrysopogon gryllus Trin.
Cirsium arvense (L.)Scop.
Cirsium lanceolatum Hill
Cirsium vulgare (Savi) Tenore
Cleome monophylla L.
Clerodendrum quadriloculare
Clidemia hirta (L.) D. Don
Cleome monophylla L.
Conium maculatum L.
Convolvulus arvensis L.
Cordia alliodora (Ruiz & Pav.) Oken
Cordia macrostachya Roem & Schlucht.
Cortaderia selloana(J.A.&J.H. Schultes)
Aschers. & Graebn.
Crotalaria brevidens
Crotalaria deserticola
Crotalaria laburnifolia
Crotalaria laburnoides
Crotalaria lanceolata
Crotalaria pallida
Crotalaria pisicarpa
Cryptostegia grandiflora R. Br.
Cuscuta campestris Yuncker
Cuscuta monogyna Vahl.
Cynodon plectostachyum (Schum.) Pilger.
Cynoglossum amabile Stapf & Drummond
Cyperus esculentu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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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잡초) Datura stramonium L. var. chalybaea Koch
Descurainia sophia
Dichrostachys cinera (L.) Wight & Arn.
Digitaria sanguinalis = Panicum sanguinale,
Paspalum sanguinale, Syntherisma sanguinalis
Digitaria scalarum (Schweinf.) Chiov
Digitaria velutina (Forsk.) Beauv.
Diplotaxis tenuifolia (莖葉除外)
Dipsacus sativus (L.) Honckeny
Echinochloa crus-galli
Echionchloa crus-pavonis (H.B.K.) Schult
Echinochloa esculenta
Echinochloa pyramidalis (Lam.) Hitchc. & A. Chase
Echium plantagineum L.
Eichhornia crassipes (Mart.) Solms
Eleocharis palustris (L.)R. Br. (syn. E.
filiculmis Schur.)
Elodea canadensis Michx.
Emex spinosa (L.) Campdera
Equisetum arvense L.
Equisetum palustre L.
Erigeron karvinskianus= E. mucronatus
Eriocaulon cinereum
Erodium cicutarium (L.) L. ex W. Ait.
Eucalyptus globule Labill.
Euonymus europaeus L.
Euphorbia helioscopia L.
Euphorbia myrsinites
Euphorbia prunifolia Jacq. (syn. E. geniculata Orteg).
Furcraea foetida
Gaillardia pulchella
Galeopsis tetrahit L.
Galium aparine L.
Geranium molle L.
Gladiolus segetum Ker-Gawl.
Gynandropsis gynandra (L.) Briq.
Hardenbergia comptoniana (Andrews) Benth.
Heliotropium europaeum L.
Heteropanax fragrans (Rocb) Seem
Homeria collina
Homeria flaccid
Homeria miniata
Homeria ochroleuca
Hordeum murinum L.

Hyacinthoides spp.
Hydrilla verticillata
Hypochoeris radicata L.
Indigofera amblyantha Craib
Ipomoea oenothera
Jatropha gossypiifolia L. var. elegans (Pohl) Muell.-Arg.
Muell.-Arg.
Juncus bufonius L.
Jussiaea repens L.
Jussiaea suffruticosa L.
Kallstroemia maxima Gray.
Laburnum anagyroides Medik
Lactuca serriola L.
Lagarosiphon spp.
Lagurus ovatus L.
Lantana camara L.
Lathyrus aphaca L.
Lemna minor L.
Leonotis nepetifolia (L.) Ait.f.
Leontodon autumnalis L.
Lepidium draba L.
Lepidium sativum
Leptospermum scoparium
Leucaena leucocephala (Lam.) de wit
Limnocharis flava
Lithospermum arvense L.
Lolium temulentum L.
Luzulo sylvatica (Huds.) Gaudin
Malva parviflora L.
Marsilea quadrifolia L.
Medicago hispida Gaertn.
Melastoma malabathricum L.
Mercurialis annua L.
Mertensia virginica (L.) Pers. ex Link
Miconia calvescens DC.
Mikania micrantha Kunth
Mikania scandens (L.) Wild.
Mimosa diplotricha C. Wright ex Sauvalle
Mimosa pigra L.
Miscanthus giganteus kunth
Monochoria hastata (L.)Solms
Mucuna pruriens (L.) DC. var. pruriens Cowitch
Murdannia nudiflora (L.) Brenan
Muscari botryoides
Myosotis scorpi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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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잡초) Myrciaria aureana
Myrica faya Ait.
Myriophyllum aquaticum (Vell.) Verdc.
Myriophyllum brasiliense Camb.
Nassella tenuissima (Trin.) Barkworth
Neslia paniculata (L.) Desv.
Nicandra physalodes (L.) Gaertn.
Orlaya grandiflora Hoffim
Oryza barthii A. Chev. (syn. O. breviligulata
A. Chev.et Roehr.)
Oryza officinalis Wall. Ex Watt.
Oryza punctata Kotschy ex Steud.
Panicum fasciculatum Sw.
Panicum maximum Jacq
Parthenium hysterophorus L.
Passiflora mollissima (H. B. K.) Bailey
Passiflora rubra Lam.
Peltophorum dubium (Spreng) Taub.
Pennisetum ciliare (L.) Link
Pennisetum clandestinum Hochst.ex Chiov.
Pennisetum macrourum Trin.
Pennisetum pedicellatum Trin.
Pennisetum polystachion (L.) Schult.
Pennisetum purpureum Schumach
Pennisetum setaceum (Forsk) Chiov.
Pennisetum villosum R. Br. ex Fresen.
Phalaris minor Retz.
Phalaris paradoxa L.
Pluchea carolinensis (Jacq) G. Don
Pluchea odorata (L.) Cass.
Pluchea sagittalis (Lam.) Cabera
Poa cita R.Edgar
Pontederia rotundifolia L. f.
Potamogeton natans L.
Quercus gambelii Nutt
Radermachera hainamensis Merrill
Ranunculus arvensis L.
Ranunculus repens L.
Raphanus raphanistrum L. (Raphanus arvense
Wallr., Raphanus sylvestris Aschers)
Rapistrum rugosum (L.) All.
Reseda lutea L.
Rhodanthe chlorocephala (Turcz) Paul G. Wilson
Richardia brasiliensis Gomez

Rubus argutus Link
Rubus moluccanus L.
Rumex pulcher L.Sagittaria sagittifolia L.
Sagittaria subulata (L.) Buch.
Salsola kali L.
Sanvitalia procumhens Lam.
Schizachyrium condensatum (Kunth) Nees
Scirpus grossus L. f.
Scirpus maritimus L.
Scirpus mucronatus L.
Sesbania punicea (Cav.) Benth.
Sida spinosa L.
Silene gallica L.
Sinapis arvensis L.
Sisymbrium officinale (L.) Scop.
Solanum mauritianum Scopoli
Solidago canadensis L.
Solidago speciosa Nutt.
Sophora secundiflora Lag. ex DC.
Sorghastrum nutans (L.) Nash
Spergula arvensis L.
Sporobolus heterolepis (Gray) Gray
Stachytarpheta urticaefolia (Salisb.) Sims
Stipa tenacissima L.=Nassella tenuissima (Trin)
Barkworth
Striga asiatica (L.) O. Ktze.
Swainsona formosa(G.don) J.Thompson
Tagetes minuta L.
Taraxacum mongolicum Hand-Mazz
Taraxacum officinale G.H. Weber ex Wiggers
Thlaspi arvense L.
Tibouchina urvilleana (DC) Cogn.
Trichachne insulatis (L.) Ness
Typha latifolia L.
Ulex europaeus L.
Urochloa panicoides Beauv.
Urtica dioica L.
Urtica urens L.
Vallisneria spiralis L.
Verbascum blattaria L.
Verbascum bombyciferum Heuff.
Verbascum olympicum Boiss.
Vicia angustifolia L.
Xanthium spinosu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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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생성식물(13종)
Aeginetia indica
Arceuthobium spp.
Arceuthobium americanum
Arceuthobium pusillum

Conopholis spp.
Cuscuta major
Cuscuta japonica
Cuscuta indicora

Cuscuta planiflora
Cuscuta campestris
Orobanche spp.
Phoradendron spp.
Striga spp.

Archachatina ventricosa
Bradybaena similaaris
Cepaea nemoralis
Eobania vermiculata

Helix aspersa
Otala lactea
Succinea costaricana
Theba pisana

차. 연체동물류(12종)
Achatina achatina
Achatina fulica
Archachatina degneri
Archachatina purpurea

카. 병 인자(45종)
African soybean dwarf agent
Apple flat limb agent
Apple green crinkle agent
Apple ringspot agent
Apple rosette agent
Apple rough bark agent
Apple star crack agent
Apricot ring pox agent
Cherry necrotic rusty mottle agent (CNRMV)
Cherry pink fruit agent
Cherry rough fruit agent
Cherry rusty mottle (European) agent
Cherry shourt stem agent
Cherry twisted leaf agent
Cotton anthocyanosis agent
Cotton small leaf agent
Euonymus mosaic agents
Grapevine Bratislava mosaic agent
Grapevine chasselas latent agent
Grapevine enation agent
Grapevine little leaf agent
Grapevine vein mosaic agent
Grapevine vein necrosis agent

Hibiscus leaf curl agent
Horsechestnut variegation agent
Horsechestnut yellow mosaic agent
Jasmine variegation agents
Ligustrum mosaic agents
Maple mosaic agent
Maple variegation agent
Mountain ash ringspot mosaic agent
Mountain ash variegation agent
Mulberry mosaic agent
Okra mosaic agents
Okra yellow leaf curl agent
Peach wart agent
Pear bud drop agent
Pear rough bark agent
Pear stony pit agent
Quince sooty ringspot agent
Quince stunt agent
Quince yellow blotch agent
Rose wilt agent
Sampaguita yellow ringspot mosaic agent
Spur cherr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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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종자류에 대한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고추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모자이크병(고추)

Pepper mild mottle virus
이 란

일 반 명(기주)

Colletotrichum capsici
Tomato black ring virus
Tomato streak virus

-

말레이시아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Arabis mosaic virus

-

Chilli mosaic virus

-

방글라데시
Anthranenose(Colletotrichum dematium)
Pepper mild mosaic virus

탄저병(고추)
모자이크병(고추)

Pepper mild mottle virus
Peronospora hyoscyami sp. tabacina

인 도

-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Tomato black ring virus

-

Bacterial scab(Xanthomonas vesicatoria)
관련 :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pepperviruses viz.
mild mosaic and mild mottle, Tomato ring spot virus and
Tomato black ring virus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걀쭉병(감자)

Potato spindle tuber viroid
예 멘

궤양병(고추)

역병

Phytopthora capsi

(가지,고추,수박 등)

Fusarium oxysporium f.sp.lycopersici Race Ⅲ

시들음병(토마토)
탄저병(가지,고추 등)

Colletotrichum cocodes
Tomato bushy stunt 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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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프랑스

Pepino mosiac virus

-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궤양병(고추)
걀쭉병(감자)

Potato spindle tuber viroid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Pepino mosiac virus
이태리

일 반 명(기주)
세균성점무늬병(고추)

세균성점무늬병(고추)
-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궤양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Corynebacterium michiganense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체 코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궤양병(고추)
세균성점무늬병(고추)
걀쭉병(감자)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epino mosiac virus

-

Tomato canker caused by Deplodine lycopersici

-

Bacterial canker caused by Corynebacterium michiganensis
방글라데시 관련 : Corynebacterium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궤양병(고추)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Tomato bunchy top or potato spindle tuber viroid
Fusarium oxysporium f.sp.lycopersici Race Ⅲ
남아공

이 란

걀쭉병(감자)

Potato spindle tuber viroid
Tomato black ring virus

-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Didymella lycopersici

궤양병(고추)

Tomato black ring virus

-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Arabis mosaic virus

-

Pseudomonas syringe pv. tomato

-

Xanthomonas vesicatoria
관련 :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모리셔스

걀쭉병(감자)
시들음병(토마토)

세균성점무늬병(고추)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궤양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Tomato bushy stunt virus

-

Pepino mosiac virus

-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Tomato black ring virus

-

- 170 -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a) Bacterial canker(Clavibacter michiganesis subsp. michiganensis)

일 반 명(기주)
궤양병(고추)

b) Bacterial leaf spot(Pseudomonas syringe pv. tomato)

-

c) Bacterial pustule(Pseudomonas syringe pv. punctulens)

걀쭉병(감자)

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e) Peronospora hyoscyami pv. tubacina
f) Phoma andigena

반쪽시들음병(감자,참

g) Verticillium albo-atrum

깨,토마토,국화)

인 도
i) Pepino mosiac virus

모자이크병(국화)

j) Tomato aspermy virus
k) Tomato black ring virus

-

l) Tomato bushy stunt virus

-

m)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i) to m)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걀쭉병(감자)

Potato spindle tuber viroid
예 멘

궤양병(고추)
세균성점무늬병(고추)

역병(가지,고추,수박 등)

Phytopthora capsi
Fusarium oxysporium f.sp.lycopersici Race Ⅲ

시들음병(토마토)
탄저병(가지,고추 등)

Colletotrichum cocodes
Tomato bushy stunt 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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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a) Bacterial fruit blotch(Acidovorax avenue sub sp. citrulli)
b) Angular leaf spot(Pseudomonas syringe pv. lachrymans)
c) Soft rot(Xanthomonas melonis)

과실썩음병(수박)
세균성점무늬병
(오이,호박)
-

d) Watermelon viruses viz. chlorotic stunt, curly mottle,
cucumber mosaic virus 2

모자이크병
(박,수박,오이,참외,호박)

관련 : Water mosaic virus
인 도

일 반 명(기주)

반쪽시들음병

e) Verticillium albo-atrum

(감자,참깨,토마토,국화)
모자이크병(호박)

f) Squash mosaic virus
* SPL CON

-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Watermelon viruses viz. chlorotic stunt, curly mottle,
mosaic virus, Verticillium albo-atrum,Squash mosaic virus
Alternaria cucumerina
이 란

덩굴마름병

Didymella bryoniae

(수박,오이,참외,호박)
모자이크병(호박)

Squash mosaic virus
예 멘

세균성점무늬병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오이,호박)

Colletotrichum lagenarium(=Colletotrichum orbiculare)

과실썩음병(수박)

Acidovorax avenae sub sp. citrulli

세균성점무늬병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오이,호박)

모리셔스

모자이크병(호박)

Squash mosaic virus
Xanthomonas melonis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마늘줄기선충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대 만

탄저병
(오이,수박,참외,호박)

과실썩음병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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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Fusarium oxysporum f. sp. cucumerinum(Fusarial wilts)
Phomopsis sclerotoides(Black spot)

일 반 명(기주)
덩굴쪼김병(오이)
-

Septoria cucurbitarum(Septoria leaf spot)

반쪽시들음병
(감자,참깨,토마토,국화)

Verticillium albo-atrum
인 도

모자이크병(호박)

Squash mosaic virus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ucumber
seed-bone virus and squash mosaic virus

-

Cucumber leaf spot virus
이 란

방글라데시

Arabis mosaic virus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수박,오이,참외,호박)

Black stem rot caused by Mycosphaerella melonis
관련 :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수박,오이,참외,호박)

Cucumber mosaic virus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마늘줄기선충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대 만

과실썩음병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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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Arabis mosaic virus(hop barebine)
인 도

Zucchini yellow mosaic virus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세균성점무늬병(오이,호박)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모리셔스

이 란
이스라엘

Squash mosaic virus

모자이크병(호박)

Acidovorax avenae sub sp. citrulli

과실썩음병(수박)

Arabis mosaic nepo virus

-

acidovorax avenea
관련 : Acidovorox avenae subsp. citrulli
Squash mosaic comovirus

예 멘

세균성점무늬병(오이,호박)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Colletotrichum lagenarium(=Colletotrichum orbiculare)

대 만

과실썩음병(호박)

탄저병(오이,수박,참외,호박)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꽃노랑총채벌레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마늘줄기선충
과실썩음병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당근종자
수입국

인 도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

Carrot viruses(mottle dwarf, red leaf and yellow leaf)

-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arrot
viruses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모리셔스

칠 레

일 반 명(기주)

Bacterial blight(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

Alternaria dauci

검은잎마름병(당근)

Carrot Viruses(mottle, red leaf and yellow leaf)

--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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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 양배추 ․ 청경채 ․ 꽃양배추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bacterial leaf spot)

세균성검은무늬병(무,배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Black rot)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검은뿌리썩음병(양배추)

Leptosphaeria maculans(black leg)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인 도

Pseudomonas viridiflava(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ucumber
seed-bone virus and squash mosaic virus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배추, 양배추)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검은뿌리썩음병(양배추)

Leptosphaeria maculans(양배추)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모리셔스
Pseudomonas viridiflava(양배추, 청경채)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세균성검은무늬병(무,배추)

Alternaria brassicae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Alternaria brassicicola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예 멘
뿌리썩음병(배추,양배추)

Phoma lingam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배추)

세균성검은무늬병(무,배추)

인도네시아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e(배추)
Turnip mosaic potyvirus(=Turnip mosaic poty virus)(배추)

세균성갈색점무늬병(콩,팥 등)
모자이크병(갓, 무, 배추 등)

 양파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이 란

Aphelenchoides fragariae

대 만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일 반 명(기주)

마늘줄기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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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Pseudomonas viridiflava(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

인 도

일 반 명(기주)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Pleosporum herbarum
Radish mosaic virus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검은무늬병(유채,무,배추)

Alternaria japonic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Pseudomonas viridiflava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모리셔스

스리랑카

Lettce mosaic virus

모자이크병(상추)

Alternaria brassicae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Alternaria brassicicola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예 멘
뿌리썩음병(배추,양배추)

Phoma lingam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메론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Melon necrotic spot virus
이 란

덩굴마름병(수박,오이,참외,

Didymella bryoniae

대 만

호박)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꽃노랑총채벌레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마늘줄기선충
과실썩음병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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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16년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 현황

 총괄표
(단위 : M/T)

품 목

수출국
미 국

배

사 과

포 도

단 감

감 귤

단지수
(개소)
13

농가수
(호)

재배면적 선과장수 수출계획 ’15수출량 대 비
(ha)
(개소)
(톤/A)
(톤/B) (A/B)

1,224 1,565.6
2,167 2,679.3

15
75

14,800

9,132

대 만

75

16,518

8,564

캐나다

5

65

83.7

호 주

3

47

34.4

5

649

324.2

3

218

소 계

96

3,503

4,363

98

66

대 만

23

948

614.7

23

3,116

미 국

1

23

31

1

60

47

소 계

24

971

645.7

24

3,176

2,693

미 국

3

93

49.5

3

345

262.2

32,185 18,086.2
2,646

캐나다

2

48

30.7

2

122

10.8

호

주

3

40

29.1

3

122

51.8

뉴질랜드

2

22

10.8

2

65

37

117

중 국

5

135

84.4

5

410

47.2

소 계

15

338

204.5

15

1,064

409

260

미 국

2

-

-

-

-

-

-

미 국

11

197

141

11

1,000

521

영 국

12

32

19

12

500

342

필리핀

4

-

-

4

-

-

소 계

27

229

160

27

1,500

863

호 주

2

1

0.72

2

5

-

파프리카 미 국

딸기

177

173

1

2

2.31

2

-

-

소계

3

3

3.01

3

5

-

캐나다

4

24

11.3

4

12

5

베트남

10

101

63.9

10

47

16.3

소계

14

125

75.2

14

59

21.3

276

181

5,169

5,451

183

37,898

22,072

171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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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수출단지(미국 ․ 캐나다 ․ 호주 ․ 멕시코)
국 가 단지명

지정
연도

참 여
농 가

재배
면적(ha)

미 국

안 성

’11

71

평 택

’12

부 용

’09

성 환

’85

202

33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749

천 안

아 산

’00

102

108.6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343

천 안

논 산

’98

31

43.2 충남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2

천 안

군 위

’03

20

11.4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1053-3

구 미

선과장 주소

관할
기관

89.6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211-1

의 왕

35

42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65-4

평 택

31

25.8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164-4

천 안

상 주

’05

92

77.5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141-7

구 미

울 산

’11

99

128.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98-3

울 산

고 창

’03

44

나 주

’91

404

곡 성

’01

36

37.8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394.1

광 주

신 안

’11

63

62.4 전남 신안군 압해면 복용리 산283

무안
공항

소 계

13개

1,230

캐나다

김 제

’11

12

익 산

’11

20

정 읍

’13

8

남 원

’98

8

상 주

’11

17
53

90.1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850
522.8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90-1

호 남
광 주

1,571.9
19.7 전북 김제시 검산동 517

호 남

24 전북 익산시 목천동 916-2

〃

15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743

〃

10.4 전북 남원시 신정동 445

전 주

14.6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681-6

구 미

소계

5개

64

호 주

하 동

’05

26

18.3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46-2

창 원

상 주

’14

12

10.9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681-6

구 미

상 주

’16

9

5.2 경북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 207-2

구미

소계

3

137

157.4

총계

21

1,330

1,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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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수출 선과장(미국)
국 가

선과장명

코드
번호

미국

충 주

’11

소계

1개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선과장 주소

23

31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00

23

31

관할
기관
청 주

 포도 수출단지(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단지명

지정
연도

참 여
농 가

미 국 화 성

’05

16

영 동

’08

47

상 주

’07

국 가

소계
캐나다
소계
중국

소계

3개

재배
면적(ha)

선과장 주소

8.6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1244-5

평 택

18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45

청 주

30

22.9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69-2

구 미

93

49.5

화 성

’12

18

7.8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1244-5

평 택

상 주

’15

30

22.9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37-2

구 미

48

30.7

2개
서상주 ’15

30

22.9 상주시 모동면

구 미

고 산

’16

28

14.9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1436-36

구 미

영 천

’16

26

8.6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86

대 구

화 성

’16

13

5.8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석정동길 26

평 택

천 안

’15

38

32.2 충남 천안시 성거읍 삼곡리 4-1

천 안

5개

135

84.4

뉴 질 옥 천 ’12
랜 드 남 원 ’14

13

소계

22

10.8

30

22.9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37-2

2개
상 주

호 주

관할
기관

’14

9

5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182-1
5.8 전북 남원시 신정동 445

화 성

’14

9

천 안

’16

1

2.2

4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1244-5

소계

3개

40

29.1

총 계

13개

290

204.5

청 주
전 주

구 미
평 택
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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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감 수출단지(미국)
국 가

단지명

지정
연도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울 주

’03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3-1

창 원

’03

-

-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230-6

-

-

선과장 주소

관할
기관

미 국
울 산

(5)

총계

2개

〃

 파프리카 수출단지(미국․호주)
국 가 단지명

지정
연도

미 국

진 주

’08

소계

1개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2

2

선과장 주소

2.31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곡리 1158-1

관할
기관
창 원

2.3

호 주 탐진들

’12

-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430

광 주

농 산
무 역

’10

-

- 전남 김제시 순동 645-5

호 남

운 봉
농 협

’10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24-4

전 주

대 곡
농 협

’11

1

0.72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곡리 1158-1

소계

4개

1

0.72

총계

5개

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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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배 수출단지(대만)
코드
번호

선과장명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선과장 주소

관할
기관

60-01

남양주먹골배선과장

76

9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595-12

서 울

60-02

양주배영농조합

39

67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10-2

서 울

14-01

신김포농협

30

35.8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63

김 포
공 항

20-01

하나로남동배영농법인

13

14.5 인천 남동구 수산동 310-5

중 부

20-02

강화섬해풍배

18

10.2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1381

중 부

21-01

안성과수농협 농산물유통
센터

15

21.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188-1

의 왕

21-02

농사단 원천영농조합

10

23.2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88

의 왕

21-03

경기동부과수농협
장호원유통센터

17

12.8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2-1

의 왕

21-04

장호원농협 청과물
산지유통센터

22

23.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176-10

의 왕

22-02 보은황토배영농조합법인

30

19 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615

청 주

22-04

청원과수영농조합

20

16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서로 796-105

청 주

22-14

진천과수영농조합

15

14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384

청 주

22-16

삼성농협수출배작목반

13

27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94-4

청 주

22-23

회인골배작목회

21

23-02

음봉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30

72.4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55-5

천 안

23-04

천안배 수출선과장(1)

40

78.8 충남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749

천 안

23-05

㈜태봉

17

17.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111-6

23-07

아산배 수출선과장

110

23-08

안양골 배

17

40.5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82-3

23-09

송덕농산 영농조합법인

11

42.5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59-15

천 안

23-12

배마을영농조합법인

10

26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399

천 안

23-18

정산농협 장평지점

15

10.9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396-1

천 안

23-20

조치원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타

27

22.6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오봉리 38

천 안

23-26

농심배 수출선과장

16

54.5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91-1

천 안

23-28

하나배 영농조합법인

9

35.4 충남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358

천 안

23-35

조은팜영농조합법인

17

21.8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80-3

천 안

23-37

공주원예농협 산지
유통센터

5

23-38

성환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64

168.5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184-8

천 안

23-41

나무영농조합법인

71

78.5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8-1

천 안

23-43

향기농원2선과장

9

23-44

논산배수출영농조합법인

31

7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89-1

119.9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343

4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3-1

청주

천 안
천 안
천 안

천 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226-75 향기
천 안
21.6
농원(주)
43.2 충남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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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코드
번호

선과장명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23-48

금강배영농조합법인

41

32.7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 163

천 안

23-52

영농조합법인 한성

12

39.3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279-1

천 안

23-54

논산계룡농협산지유통
센터

9

8.3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467

천 안

23-56

한아름

7

23-27

㈜이레 농업회사법인

11

23-58

H썬파머스

4

선과장 주소

관할
기관

15.5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049

천 안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108-1
㈜이레 농업회사법인

천 안

14.8

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무길 34-156
78.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11-1

천 안

23-59 천안 배 수출선과장(3)

40

24-01

평택과수농협물류센터
(신궁리)

18

2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140

평 택

24-02

평택과수농협물류센터
(평궁리)

18

2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336-1

평 택

24-03

삼우농원

5

15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16-5

평 택

24-04

이화회과수영농조합
법인

13

2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181-16

평 택

24-05

수원지구원예농협

25

26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430-14

평 택

24-06

화성시배수출협의회

24

35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381-1

평 택

24-07

이광회 선과장

9

35 경기도 평택시 청룡동 109

평 택

24-08

농업회사법인 드림
주식회사

7

15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508-1

평 택

33-01

금호농협산지유통시설

28

17.7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74

대 구

33-05

농산물산지집하장

25

15.6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58-1

대 구

34-01

울산원예농협 선과장

21

3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98-3

울 산

34-02

현곡배수출선과장

102

47.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소현길 99

울 산

36-03

진주원예농협
문산유통센터

29

57.8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339

창 원

36-07

하동농협 선과장

52

33.6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29

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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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코드
번호

선과장명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36-08 함양군수출영농조합법인

11

상주원예농협농산물산지
38-07
유통센터

51

38-17 동안동농업협동조합 임동

6.9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318-1
42.2 경북 상주시 헌신동 219-1

관할
기관
창 원
구 미

8.9 경북 안동시 임동면 챗거리길 11

구 미

상주꿀배사벌영농조합

88

89 경북 상주시 사벌면 용담리 519-4

구 미

38-33

연봉수출선과장

186

91 경북 상주시 외서면 북상주로 817

구 미

38-34

참배수출단지농업회사
법인㈜

41

13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681-6

구 미

38-65

군위군 황금배 수출
영농조합법인

20

40-05

정일과수영농조합

12

22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856
91.7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38-19

8

선과장 주소

11.4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90-5

구 미
호 남

40-06

고창배영농조합

45

40-09

김제지평선배영농조합

56

67 전북 김제시 금성로 222

호 남

40-11

익산원예농협산지
유통센터

65

84 전북 익산시 번영로1길 20

호 남

41-01

덕산나주배영농조합
선과장

8

41-09

나주배유통센터2

24

41-10

나주배유통센터1

24

11.7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

광 주

41-13

나주시농산물유통센터

17

29.6 전남 나주시 왕곡면 영산포로 22

광 주

41-15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3

43-02

순천연합조합공동
사업법인

26

43-03

구례군농협연합사업단

8

44-01

전주농협유통센터

28

44-02

전주으뜸배영농조합

44-03

남원원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44-04

완주과수배영농조합

19

44-05

북전주농협

77

총계

76개

18.8 전남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557-4
11 전남 나주시 봉황로 110-8

5.8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주목로 364-8

호 남

광 주
광 주

광 주

26.4 전남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

광 양

15.4 전남 구례군 광의면 케이비에스중계소로 123

광 양

4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12

전 주

14

36.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초포로 196-3

전 주

38

38.6 전북 남원시 아랫정재길 7-14

전 주

32.4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675-1

전 주

2,207

117.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00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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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사과 수출단지(대만)
국 가

대만

소계

선과장명

코드
번호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선과장 주소

관할
기관

청원과수영농조합

22-04

28

13 충북 청원군 북이면내서로 796-105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22-10

44

23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00

청 주
청 주

단양군과수영농조합

22-11

21

11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로 762

청 주

음성햇사레거점산지
유통센터

22-12

10

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19

청 주
대 구

농산물산지집하장

33-05

54

26.1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58-1

청송군사과유통공사

33-12

24

20.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449

대 구

물야영농조합법인

38-02

45

41.7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438-3

구 미

대구경북능금농협안동
유통센터

38-05

208

94.1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953-9

구 미

우림영농조합법인

38-11

28

41.9 경북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597

구 미

대명영농조합법인

38-13

19

28.8 경북 영주시 봉현면 유전리 473

구 미

예천농협 A.P.C.

38-15

16

10.3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14-1

구 미

대구경북능금농협예천사
38-18
과유통센터

40

31.7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56-1

구 미

봉화군농산물산지유통
센터

38-25

81

대구경북능금농협
상주선과장

38-26

53

대구경북능금농협
문경APC

38-27

17

47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910, 914
32.2 경북 상주시 남성동 178-7

구 미
구 미

동안동농협임하

38-40

54

30.1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558

38-45

23

13.3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636

경농영농조합법인

38-50

18

안동무역주식회사

38-52

117

대원친환경수출영농조합
38-57
법인

23

38-59

8

농업회사법인해뜨메
농산주식히사

38-67

15

삼성종합수출농업회사법
38-68
인주식회사

2

23개

총계

948

구 미

7.8 경북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16

탑애플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이슬마루

구 미

9.2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14-107

구 미
구 미

47.5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800-2

구 미

26.4 경북 봉화군 물야면 압동리 273-1

구 미

26.9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천리 190

구 미

18.1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166

구 미

6.4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석길 6-48
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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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감귤 수출단지(미국 ․ 필리핀 ․ EU)
국 가

선과장명

지정
년도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4A
미 국
’11
PC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5A
’11
PC
서귀포농협
대미수출선과장

’12

중문거점APC
수출선과장(중문농협)

’13

중문농협
도순수출선과장

’13

참 여
재배
농 가 면적(ha)

선과장 주소

관 할
기 관

14

제주 제주시 장전로 21

제 주

-

제주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로 515

제 주

33

제주 서귀포시 516로 40

제 주

-

제주 서귀포시 색달로 168

제 주

10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로 106

제 주

15

68

40

제주감협6APC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4

조천농협
직영APC

’14

10

9

30

26

제주 제주시 남광로 206

제 주

45

`제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15

제 주

30

조천농협제1유통센터

제 주

-

남원감귤거점단지
유통센터(남원농협)

’14

함덕농협
산지유통센터

’15

제 주

-

-

제주 서귀포시 도순북로 6

제 주

4

4

제주 조천읍 함덕남4길 49

제 주

197

141

소계

11개

필리핀

제주시 감협제4APC

-

- 제주 제주시 장전로 21

제 주

제주시 감협제5APC

-

- 제주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로 515

제 주

서귀포시 감협제4APC

-

- 제주 서귀포시 516로 40

제 주

중문농협 수출선과장

-

- 제주 서귀포시 색달로 168

제 주

소계

4개

영국
(EU)

감귤농협유통사업소
제2APC

’11

-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로 130길 170

제 주

하귀농협경제사업장

’12

5

2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57

제 주

표선농협유통센타

’12

8

4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5840

제 주

(남원농협) 남원감귤 거점
’13
산지유통센터

15

11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로 106

제 주

농업회사법인
제프런산지유통센터

’13

2

1 제주 제주시 조천읍 와흘로 272

제 주

함덕농협
산지유통센터

’14

-

-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4길 49

제 주

감귤농협유통사업소
제4유통센터

’14

-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21

제 주

감귤농협유통사업소
제5유통센터

’14

-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로 515

제 주

-

- 제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15

제 주

-

-

제 주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2

1

제 주

감귤농협유통사업소
제6유통센터

-

-

제 주

소계

12개

32

19

총계

27개

229

160

조천농협직영APC
조천농협제1유통센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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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EU 수출 양묘장 목록

국 가

미국

코 드
천안-01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3리 57-1

천안-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425-10

천안-03

천안-0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80-1
대지농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4-3
선유원 (010-8958-2562)

김포-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2

마산-1
마산-22

평택-1
총 계

청풍명월

김포-1

김포-2
EU

수출 양묘장

장백분재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2-21
고성분재원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388-1
유수현분재교실
경기도 평택시 청룡동 477-5

9개소

 수출 쌀 가공공장 등록현황

국 가

코 드

가공공장 업체명

가공공장 주소

2015-40-01

유한회사제희

전북군산시임피면탐천로243

2015-23-01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충남서천군화양면화산로282번길13

2015-21-01

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경기이천시장호원읍 서동대로8572

2015-41-01

오케이라이스센터

전남해남군옥천면 해남로621

2015-22-01

광복영농조합법인

2015-60-01

동송농협

중국

총 계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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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청암로193
강원도철원군동송읍태봉로2403

12 수출용 입병재배버섯 생산시설(캐나다)
□

코드

시설명

생산버섯

21-02

송이올농업회사법인

새송이버섯

경기 안성시 서운면 인리 239(인처동길 47)

주

소

23-03

허니머쉬4

새송이버벗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711-11

24-01

훼미리영농조합
법인 4농장

느타리버섯

경기 평택시 소사동 235

33-01

그린피스Ⅱ
구라농장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경북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54-2

33-02

그린피스Ⅳ
화양농장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615-1

33-03

그린피스Ⅴ
각계농장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715-7

33-04

그린피스Ⅵ
학암농장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715

33-05

그린피스Ⅷ
유호농장

만가닥버섯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51-2

33-06

그린피스Ⅸ
신촌농장

새송이버섯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1252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175

33-07

대흥농산

팽이버섯

33-09

대흥농산2공장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137

33-10

웅경농산

느타리버섯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517

33-11

남경농산

새송이버섯
만가닥버섯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1495-1

33-12

농업회사법인
㈜바룸농산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550

33-13

그린피스영농조합법인

황금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608

36-02

지리산함양버섯영농조합
법인

새송이버섯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607-1

36-04

문산머쉬
영농조합

새송이버섯

경남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 35

36-07

농업회사법인
주원농산주식회사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78-1

41-02

호남버섯 영농조합법인

팽이버섯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473-1

41-04

이노그린
영농조합법인

팽이버섯

전남 나주시 송촌동 419-10

42-02

함평천지버섯
영농조합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062-1

60-01

농업회사법인
친환경 하나농산(주)

만가닥버섯
아위버섯
새송이버섯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12

41-05

초성영농조합법인

주태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길 209

41-06

참솔받영농조합법인

임채언

전남 나주시 동강면 백련산로 325

42-04

초성영농조합법인

주태균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함장로 8

합계

25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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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딸기 수출단지(캐나다, 베트남)
□

국 가

단지명

지정
연도

참 여
농 가

산청

’15

8

2.2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15

창 원

’15

3

0.7 경남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 652

창 원

’15

5

1.2 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388

창 원

’16

8

7.2 구삼영농조합법인

전 주

진주
수곡

재배
면적(ha)

선과장 주소

관할
기관

캐나다
진주
영지
완주
소계

4개

24

11.3

베트남

수곡

’16

15

대곡

’16

4

3.2 경남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118-7

창 원

영지

’16

5

5.9 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388

창 원

덕천

’16

3

1.2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535

창 원

조이팜

’16

3

1.2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15

창 원

하동

’16

6

1.2 경남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37-2

창 원

담양
(봉산)

’16

31

담양
(장평)

’16

14

곡성

’16

3

남원

’16

17

7 경남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 652

19.2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길 20

창 원

광 주

13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611

광 주

6.9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고로 186

광 주

5.1 남원원예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전남 남원시)

전 주

소계

10개

84

58.8

총계

14개

125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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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수출식물검역 체계도

검사신청

수입국
재배지 검사요구

No

Yes

재배지 검사신청

재배지 검사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때
재배지 검사
합격증 발행
수출식물 검사신청

수 출 검 사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때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합격증명서(PC) 발급

불합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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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상대국 요건에 의한 과실류 수출검역 절차

매년 4월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선과30일전까지
지역본부·사무소 확인
선과30일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확인
선과1주일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확인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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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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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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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15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관할

수확15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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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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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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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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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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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9월 말까지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제주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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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식물검역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
❍ 3개부(동물질병관리․식물검역․동식물위생연구부), 22개과, 6개
지역본부, 22개 사무소
❍ 식물검역부 조직(4개과) 및 과별 주요 역할
식 물 검 역 부
식물검역과

수출지원과

위험관리과

식물방제과

기술개발센터

○수입식물검역
기획 조정
○법령 제도 운영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 수사
○검역관 자격
관리,교육,홍보
○업무계획 수립,
심사평가
○식물검역 인사,
예산

○수입식물검역
기획 조정
○수출관련 법령
제도 운영
○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요건 설정
○현지검역관 파견
○해외 식물검역
정보 수집 분석

○식물병해충
및 잡초 정밀
검역 관리
○위험분석 및
관리기준 설정
○규제병해충,
잡초 지정
○GMO 국경검역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 지원
○병해충 정보 관리

○외래병해충,
잡초 예찰, 역학
조사 및 방제
○소독기술개발
및 기준 설정
○소독현장 및
업체 안전관리
○격리재배검역
업무 총괄
○수입금지품
허가 관리

○식물검역기술
개발 종합계획
수립
○ 연구개발사업
운영
○병해충 분류
동정 기술개발
○병해충, 소독
관련 연구
○ 격리재배포 장
관리 및 검역

지 역 본 부
인천공항
지역본부

영
남
지역본부

중
부
지역본부

서
울
지역본부

호
남
지역본부

제
주
지역본부

김해공항

평

부산신항

천

택

김포공항

광

양

제주공항

안

속

광

주

초

대

구

청

주

무안공항

사무소

양

산

의

왕

전

※( )는 수의

창

원

관련 사무소

구

미

울

산

(용인)

신 선 대
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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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명칭, 연락처 및 관할구역
① 지역본부
명 칭

인천공항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위 치
(대표전화)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민원실: 032-740-2074)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동․운서동․용유동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민원실: 051-600-5805)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동․운서동․용유동
중부지역본부

제외), 경기도(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

인천광역시
(민원실: 032-722-8265)

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
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 세종특
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제주지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

서울특별시
(식물검역과: 02-2650-0644)

전라북도 군산시
(식물검역과: 063-460-94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민원실: 064-728-5400)

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
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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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소
명 칭
영남
지역

김해공항사무소

본부

부산신항사무소

신선대사무소

대구사무소

구미사무소

울산사무소

창원사무소

김해사무소

양산사무소

위 치
(대표전화)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강동동․대저1동 및 대저

(051-634-3447) 2동, 경상남도 김해시(생림면 및 도요리 제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명지동 및 천가동, 경상

(051-627-4519) 남도 창원시 진해구 응동2동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및 용당동, 수영구․해운대

(051-971-0480) 구 및 기장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산시․영천시․포항시․고

대구광역시
(053-981-2838)

령군․군위군․성주군․영덕군․영양군․울릉군․울진군․청도
군․청송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중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영주
(054-478-8271) 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영양군․칠곡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및 삼동면은 제외), 경상

(052-269-0289) 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창원시(진해

경상남도 창원시
(055-246-5049)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구 응동2동은 제외)․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
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 및 합천군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중 양산시·밀양시 및 울산광역시 중 삼남
(055-388-3748) 면·삼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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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중부
지역

의왕사무소

위 치
(대표전화)

관할구역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중 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시흥시․수원시․

(031-462-0581) 안산시․안성시․안양시․용인시․이천시․의왕시 및 여주군

본부
평택사무소

청주사무소

천안사무소
서울
지역

김포공항사무소

본부
속초사무소

동해사무소
호남
지역

광주사무소

본부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청주시
(043-273-0586)
충청남도 천안시

광양사무소
제주
지역 제주공항사무소
본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당진군 및

서울시김포공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경기도 고양시

(032-740-2090) 및 김포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고성군․양구군․양양군․인제군․평

(02-2662-6835) 창군 및 횡성군
강원도 동해시
(033-635-3842)
광주광역시

강원도 동해시․삼척시․태백시․영월군 및 정선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강진군․곡성군․담양군․

(062-975-6070) 영광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해남군 및 화순군

무안국제공항
(061-452-6796)

전주사무소

충청북도

(041-558-1777) 서산시 대산읍은 제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공항사무소

경기도 중 오산시․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서

(031-8053-7701) 산시 대산읍 및 당진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ㆍ영암군․함평군
및 진도군
전라북도 남원시․전주시․무주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

(063-247-9961) 장수군 및 진안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중 광양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구례군 및

(061-793-8132) 보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국제공항

(064-746-2460)

- 202 -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노수현

편집인

민주석, 백동현, 전영수, 임규옥, 이혁인, 윤순혁,
박홍숙, 전옥경, 김도남, 김동욱, 박지임, 김 섭,
윤재원, 박창규

발행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율곡동)
Tel : 054.912.0624 Fax : 054.912.0635

인쇄처

가현기획
TEL : 031.423.6684
E-mail : 6684@gahyun.kr

*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물검역-수출식물검역-외국의 검역 요건DB검색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