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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생물보안 정보

해외 식품과 식물성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해충과 질병 중 일부를 호주에
옮겨 호주의 고유한 환경 및 소중한 농업과 관광산업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해외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라면, 자신과 가족 및 방문객들이
호주의 엄격한 생물보안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가족과 친구들이 우편을 통해 음력설 선물을 보낸다면, 발송하기 전에 호주 반입이
허용되는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알려주십시오.

생물보안 위험 물품의 호주 반입을 막는 방법

해충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하기 위해 수하물과 국제 우편물을 검사합니다. 이때,
생물보안 담당관의 여행자 심문, 엑스레이나 탐지견을 이용한 검사 및/또는 물리적 점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위험이 있는 제품

다음과 같은 음력설 선물은 생물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등의 육류 제품(신선, 냉동, 건조, 저장, 보존처리 포함)

•

우유와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
•
•
•
•

오리알과 월병을 포함한 전란 및 계란 함유 제품

감귤류, 감, 리치, 롱안 등을 포함한 신선 및 건조 과일
바나나잎과 생죽순을 포함한 기타 식물성 제품
영지버섯이나 동충하초를 함유한 전통 한약제
쌀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도록 돕는 방법
•

음력설 선물을 호주에서 구매합니다.

•

해외의 가족과 친구들이 호주로 음력설 선물을 가져오거나 부치려고 한다면, 먼저 호주 반입이
허용되는 것인지 확인하라고 알려주십시오.

•

호주로 제품을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awe.gov.au/mailing-bringing-goods 에서
호주 반입이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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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여행할 때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식품, 식물성 재료나 동물성 제품을 가지고 올 때
입국 신고서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품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 식물성 재료나 동물성 제품이 있으면 “예”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선물을 비롯해 신고해야 할 제품은 생물보안
담당관이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수하물의 맨 위에
두어야 합니다.
신고한 품목은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 반출 또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위험을 주지 않는
물품은 본인에게 반환됩니다.

생물보안 담당관이나 입국 신고서에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품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생물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최대 2,664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
고지서 발부
민사 처벌 소송 대상 및/또는

형사 범죄에 따른 기소 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10만 호주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비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호주 입국이
거부됩니다.

호주에 반입할 수 없더라도, 모든 품목을 신고하고
제출한다면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 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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