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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

호주 생물보안
살아있는 동식물, 식물 재료, 동물성 식품 및 해외에서 온 특정 식품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충 및 질병이 호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소중한 농림 및 관광산업과 고유의 환경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농림수자원부는 현지 정부,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 호주의 청정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생물보안 시스템은 원치않는 해충 및 질병이 호주로 유입되는
위험을 줄임으로써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생물보안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 승객 카드를 작성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생물보안 위험성이 있는 품목을 소지한 경우, 신고서에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식물 재료, 동물성 식품 및 특정 식품이
해당됩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농림수자원부의 생물보안 담당관이 신고된
품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담당관은 귀하가 신고한 품목이 없더라도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X-선 또는 탐지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생물보안 위험성이 있는 품목을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 적발됩니다.
• 민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발되어, 벌금 A$360,000
42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0 년간
투옥되어 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호주로 반입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모든 품목을 신고한 경우라면
‘생물보안법 2015’ 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국제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국내 승객
귀하의 품목이 생물보안 통제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또는 품목에
노출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품목을
소지한 경우, 해당 품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허용 기준을 넘는 수준의
생물보안 위험성이 있는 품목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생물보안 관리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생물보안 담당관이 품목을 검사한
후, 해당 품목에 관련된 생물보안
위험성 수준을 판별합니다. 생물보안
담당관이 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된
품목은 위험성이 낮고 생물보안
담당관은 검사 후에 해당 품목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허용 기준을
넘는 수준의 생물보안 위험성이 있는
품목은 생물보안법 2015 에 의거하여
관리됩니다.
위험성에 따라,
• 생물보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품목의 처리 비용 부담(예: 훈증 소독,
감마선 조사)
• 품목을 호주에서 추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 품목을 폐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의 2 가지 옵션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특별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농림수자원부는 처리 결과로 초래되는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처리 또는 추방
과정에서 품목에 발생되는 손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착 전에
농림수자원부에서 발행함). 수입
허가는 조건부로 발행됩니다. 해당
품목이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생물보안 담당관은 수입 허가 약관의
준수 여부를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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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와 지역에서는 호주의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신선한
과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착
특정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예시 목록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식품
•
•
•
•
•
•
•
•
•

기내식 및 스낵
상업적으로 준비, 조리 및 미가공된 식품과 재료
말린 과일 및 야채
인스턴트 국수 및 밥
도시락
허브 및 향신료
한방약, 치료제, 토닉 및 허브차
스낵류
꿀 및 기타 꿀벌 제품

유제품 및 달걀 제품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모든 포유류, 새, 새 알 및 둥지,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및

곤충
• 깃털, 뼈, 뿔, 상아, 양모 및 동물의 털
• 피부, 가죽 및 모피
• 박제 동물 및 새 (이 중 일부는 멸종위기종법에 의거하여

금지될 수 있음)
• 보석류 및 기념품 등 껍데기와 산호
• 밀랍 및 기타 꿀벌 제품
• 수의학 장비 및 약품, 전단 가공 또는 육류 거래 툴, 마구

및 승마 그리고 동물 우리 또는 새장
• 캔 제품 및 생가죽 개껌 등 애완동물 먹이
• 드럼 등 생가죽 물품 및 수공예품

기타 품목
• 조직 배양 등 생물학적 시료
• 동물 또는 식물 재료로 만든 수공예 및 취미 제품
• 텐트, 신발, 하이킹 부츠, 골프 장비 및 자전거 등 사용한

스포츠 및 캠핑 장비

• 유아용 조제 분유
• 우유, 치즈 및 ‘유제품이 아닌’ 크림 등 유제품(자체 형태 및

• 낚싯대와 그물, 긴 장화, 카약, 노 및 구명조끼 등 사용한

분말 형태)
• 모든 전란, 건조란 및 분말란 및 마요네즈 같은 달걀 제품
•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국수 및 파스타 등 달걀 제품

생물보안 수입 조건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 제품
• 모든 종류의 동물로부터 얻은 신선, 건조, 냉동, 조리, 훈제,

가염 또는 보존 육류
• 소시지, 살라미 및 얇게썬 육류
• 생선 및 기타 해산물 제품

씨앗 및 견과류
• 시리얼 곡물, 팝콘, 견과류, 솔방울, 새씨앗 및 씨앗을

비롯한 장식품

신선 과일 및 야채
• 모든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야채

식물 재료
• 꺾꽂이 등 화초
• 씨앗, 과일 껍질(예: 감귤류 및 사과 껍질) 및 과일 조각이

들어간 차
• 허브, 씨앗, 나무껍질, 버섯 및 말린 식물 재료가 들어간

치료제와 약제
• 신선 및 말린 꽃꽂이와 포푸리
• 말린 허브 및 나뭇잎
• 씨앗, 견과류, 옥수수, 솔방울, 포도덩굴, 나무껍질, 이끼,

민물 선박 및 낚시 장비

자세한 정보는 생물보안 수입 조건 시스템(BICON)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위험성 및 위반 사례 신고
수하물 또는 품목을 정리하면서 곤충, 동물 또는 식물
재료를 발견하게 될 경우, 1800 798 636 으로 연락하여
농림수자원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생물보안 우려가 있는 재료를 일부러 가져온 경우가
아니라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생물보안, 수출 또는 식품검사법을 위반하는 자로
의심될 경우,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농림수자원부로
신고하십시오.
이메일: enforcement@agriculture.gov.au
전화: 1800 803 006

우편 주소: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Redline,
Enforcement
GPO Box 858
Canberra ACT 2601

짚 또는 기타 식물 재료가 들어간 수공예품(화환 및
크리스마스 장식)
• 목재 품목

agriculture.gov.au
BIO3055_0617
BIO2473_0516

전화 1800 900 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