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컬럼비아에서컬럼비아에서컬럼비아에서 일본일본일본일본 딱정벌레의딱정벌레의딱정벌레의딱정벌레의 확산확산확산확산 방지방지방지방지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지지지역역역역이이이이 확확확확대되었습니다대되었습니다대되었습니다대되었습니다 

 

일본 딱정벌레 (포필리아 자포니카Popillia japonica)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농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에서에서에서에서 규제규제규제규제하고하고하고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침입성침입성침입성침입성 해충해충해충해충이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잔디, 관상용 조경, 과일 나무, 골프장 및 공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일본 딱정벌레 (그림1 참조)는 2017년 BC주 밴쿠버의 폴스 크릭(False 

Creek)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캐나다 식품 안전 

검사청(CFIA)은 2018년에 처음으로 일본 딱정벌레에 대한 규제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CFIA는 해당 지역에 덫 (그림 2 참조)을 설치하여 이 

딱정벌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연례 조사를 시행 중입니다. 

무엇을무엇을무엇을무엇을 알고알고알고알고 있어야있어야있어야있어야 할까요할까요할까요할까요? 

일본 딱정벌레는 2021년도에 버나비, 포트 코퀴틀람 및 밴쿠버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BC 주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중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CFIA는는는는 현현현현 일본일본일본일본 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확확확확대대대대하하하하고고고고 버나비버나비버나비버나비와 밴쿠버밴쿠버밴쿠버밴쿠버 내의 일부 지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CFIA는 토양, 흙에 담긴 뿌리 식물 및 일본 딱정벌레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식물 

재료가 규제 지역 밖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딱정벌레의 확산을 

인간이 지원하는 의도치 않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추후추후추후추후 공지가공지가공지가공지가 있을있을있을있을 때까지때까지때까지때까지 다음다음다음다음의의의의 제한제한제한제한 사항이사항이사항이사항이 시행됩니다시행됩니다시행됩니다시행됩니다: 

• 일본 딱정벌레 규제 지역 밖으로 흙이흙이흙이흙이 부착된부착된부착된부착된 식물의식물의식물의식물의 운반운반운반운반을 연중연중연중연중 제한제한제한제한합니합니합니합니다다다다. 

• 일본 딱정벌레 규제 지역 밖으로 토양토양토양토양의의의의 운반운반운반운반을 연중연중연중연중 제한제한제한제한합니합니합니합니다다다다. 

그림 1성충 일본 딱정벌레의 예시.  

머리와 가슴은 금속성 녹색이고,  

겉날개는 금속성 구리색이다. 배의  

측면과 후면을 따라 독특한 흰색  

털이 나있다. 딱정벌레의 크기는  

대략 길이 10mm, 너비 6mm이다. 



 

 

• 6월월월월 15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10월월월월 15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는는는는 잔디로부터 성충의 출현 및 일본 딱정벌레 성충의 비행 기간으로써, 

식물식물식물식물 및및및및 흙이흙이흙이흙이 부착되지부착되지부착되지부착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식물식물식물식물의의의의 일부일부일부일부 (지상 식물의 일부)에 대해 규제 지역 밖으로의 운반운반운반운반을을을을 

제한제한제한제한합니합니합니합니다다다다.  

 

위에위에위에위에 열거한열거한열거한열거한 모든모든모든모든 규제규제규제규제 품목을품목을품목을품목을 제한제한제한제한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외부로외부로외부로외부로 운반운반운반운반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 CFIA에서에서에서에서 발행한발행한발행한발행한 이동이동이동이동 허가서가허가서가허가서가허가서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 주 또는 민간 계약 업체에서 토지의 잔디에 대한 예방적 처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나는나는나는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도울도울도울도울 수수수수 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 

 

해당 시의 그린빈 프로그램이나 CFIA에서 발급한 이동 허가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토양토양토양토양, 식물식물식물식물 또는또는또는또는 

유기물유기물유기물유기물 쓰레기를쓰레기를쓰레기를쓰레기를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지역지역지역 밖으로밖으로밖으로밖으로 운반하지운반하지운반하지운반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의의의의 조경조경조경조경, 개조개조개조개조 또는또는또는또는 건축으로건축으로건축으로건축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많은 양의 토양이나 식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 

CFIA에에에에 연락하여연락하여연락하여연락하여 현현현현 규정이규정이규정이규정이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적용되는지적용되는지적용되는지적용되는지 확인하십확인하십확인하십확인하십시오시오시오시오. 

 

부지부지부지부지 관리관리관리관리 회사에회사에회사에회사에 상업상업상업상업성성성성 폐기폐기폐기폐기물물물물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CFIA 규정규정규정규정을을을을 확인하도록확인하도록확인하도록확인하도록 상기상기상기상기시키기시키기시키기시키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이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본 딱정벌레로 의심되는 곤충은 전화 (604) 292-5742 또는 이메일 

BCPF.Japanese.Beetle@inspection.gc.ca 로 신고하십시오신고하십시오신고하십시오신고하십시오. 

 

덫은덫은덫은덫은 그대로그대로그대로그대로 두십시오두십시오두십시오두십시오! 



 

 

여기에 표시된 것과 같은 덫은 딱정벌레를 감지하고 이 대응책에 대해 중요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손상되거나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덫은 신고해 주십시오.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604)-292-5742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온라인을 방문하십시오: 

영어: inspection.canada.ca/jb | 불어: inspection.canada.ca/sj 

 

  

그림 2 일본 딱정벌레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덫의 예. 부서지거나 쓰러진 덫은 가능한  빨리 

CFIA에 신고해 주십시오. 



 

 

 

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 컬럼비아주컬럼비아주컬럼비아주컬럼비아주 밴쿠버밴쿠버밴쿠버밴쿠버 및및및및 버나비버나비버나비버나비 내내내내 일본일본일본일본 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 (포필리아포필리아포필리아포필리아 자포니카자포니카자포니카자포니카Popillia japonica)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지역지역지역의의의의 지도지도지도지도 

 

이 지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와 버나비 내의 일본 딱정벌레 규제 지역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지도지도지도지도 설명설명설명설명 – 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 컬럼비아컬럼비아컬럼비아컬럼비아 주주주주 밴쿠버밴쿠버밴쿠버밴쿠버 내내내내 일본일본일본일본 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 (포필리아포필리아포필리아포필리아 자포니카자포니카자포니카자포니카 Popillia japonica)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지역지역지역 

밴쿠버의 규제 지역은 클락 드라이브와 나잇 스트리트의 동쪽 경계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49번가까지; 서쪽으로 그랜빌 

스트리트까지; 북쪽으로 41번가까지; 서쪽으로 매켄지 스트리트까지; 북쪽으로 퀘스넬 드라이브까지; 북서쪽으로 킹 

에드워드 에버뉴까지; 서쪽으로 블랜하임 스트리트까지; 북쪽으로 잉글리쉬 베이의 높은 수위 표시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킷츠 포인트, 스탠리 공원, 밴쿠버 시내를 포함한 버라드 스트리트 및, 클락 드라이브와 나잇 스트리트의 동쪽 

경계까지입니다. 이 규제된 경계에 속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밴쿠버 시내; 폴스 크릭; 마운트 플레즌트; 사우쓰 메인; 

샤니시; 웨스트 엔드; 다비 빌리지; 코울 하버; 그리고 동밴쿠버와 키칠라노의 일부. 다음의 주요 공원과 녹지 공간은 규제 

구역에 속합니다: 스탠리, 퀼체나, 트라팔가, 카나본, 더글라서, 스트랫코나 및 코넛 공원; 반 두센 식물원;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공원의 블로델 식물원.    
 

승인된승인된승인된승인된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운반운반운반운반 집하장집하장집하장집하장 (지도의  기호 참조)은 규제 구역의 유기물 쓰레기를 반입합니다. 토양이나토양이나토양이나토양이나 식물을식물을식물을식물을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지역지역지역 밖으로밖으로밖으로밖으로 운반하려면운반하려면운반하려면운반하려면 CFIA에서에서에서에서 발급한발급한발급한발급한 이동이동이동이동 허가서가허가서가허가서가허가서가 필요할필요할필요할필요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CFIA에에에에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밴쿠버 규제 지역 이내 또는 인근의 승인된승인된승인된승인된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운반운반운반운반 집하장집하장집하장집하장: 

• 밴쿠버 남부 운송 집하장377 W Kent Ave N, Vancouver에 위치 – 규제 품목을 이곳으로 반입하려면 CFIA에서 발급한 이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지도지도지도지도 설명설명설명설명 – 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브리티시 컬럼비아컬럼비아컬럼비아컬럼비아 주주주주 버나비버나비버나비버나비 내내내내 일본일본일본일본 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딱정벌레 (포필리아포필리아포필리아포필리아 자포니카자포니카자포니카자포니카 Popillia japonica)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지역지역지역 

밴쿠버 시 규제 구역의 동쪽 (동쪽으로 약 9.3km), 버나비 시 이내의 규제 구역은 이스트레이크 드라이브와 

프러덕션 웨이 사이의 교차 지점에서 시작하여 프러덕션 웨이가 브라이튼 애버뉴로 전환되는 곳까지 

남쪽으로 진행됩니다; 남서쪽으로 윈스턴 스트리트를 따라 살라만더 크릭의 서쪽 경계선까지; 살라만더 

크릭의 서쪽 경계를 따라 남쪽으로 버나비 호수의 북쪽 경계까지; 버나비 호수의 해안선을 따라 서쪽으로 필립스 

포인트까지; 필립스 포인트에서 북쪽으로 필립스 애버뉴까지; 북쪽으로 로히드 고속도로까지; 동쪽으로 이글 

크릭 계곡 공원까지; 이글 크릭 계곡 공원의 경계를 따라 북동쪽으로 벤쳐 스트리트까지; 동쪽으로 레이크 시티 

웨이까지; 북쪽으로 브로드웨이 스트리트까지; 동쪽으로 언더힐 애버뉴 남쪽에서 이스트레이크 

드라이브까지; 프러덕션 웨이의 동쪽으로 이스트레이크 드라이브와 프러덕션 웨이의 경계까지. 다음의 

근방은 이 규제 지역에 일부분이 해당합니다: 레이크 시, 버나비 호수, 가번먼트 로드, 그리고 스펄링 

브로드웨이. 다음의 주요 공원과 녹지대는 규제 지역에 속합니다: 워너 로트 공원; 찰스 럼멜 공원; 이글 크릭 

공원과 버나비 호수 공원의 일부분. 

 

승인된승인된승인된승인된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운운운운송송송송 집하장집하장집하장집하장 (지도의 기호 참조)은 규제 구역의 유기물 쓰레기를 반입합니다. 토양이나토양이나토양이나토양이나 

식물을식물을식물을식물을 규제규제규제규제 지역지역지역지역 밖으로밖으로밖으로밖으로 운반하려면운반하려면운반하려면운반하려면 CFIA에서에서에서에서 발급한발급한발급한발급한 이동이동이동이동 허가서가허가서가허가서가허가서가 필요할필요할필요할필요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CFIA에에에에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버나비버나비버나비버나비 규제 지역 근방의 승인된승인된승인된승인된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운운운운송송송송 집하장집하장집하장집하장: 

• 버나비 에코 센터 4855 Still Creek, Burnaby에 위치 – 규제 품목을 이곳으로 반입하려면 CFIA에서 발급한 

이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