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공부하기
생물보안

호주에서 공부할 계획인 유학생이라면, 개인
물품을 챙길 때 호주의 생물보안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해외 식품과 식물성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에 심각한 해충과 질병을
옮겨 호주의 소중한 농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고유한 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제품은 특정한 생물보안 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령, 최대 2,664 호주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호주 입국이 거부되고
호주에서 추방될 때까지 이민 수용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이 허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하거나 아예 그 품목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식품, 식물성 재료나 동물성 제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공항 통관이 더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호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방문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식품이나
식물성 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을 호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을 가져온다면 반드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제품
식품

다음과 같은 상업적으로 가공, 포장된 제품은
허용됩니다.










조식용 시리얼
초콜릿

커피 - 인스턴트, 그라운드, 로스트(코피 루왁
제외)

과자류(인도 유제품 과자와 육류성 과자 제외)
즉석 면류
뮤즐리 바

식빵, 롤 또는 번빵(속 재료 또는 토핑 무첨가)
차(홍차와 녹차만 해당).

생활용품 및 의류

이러한 물품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씨앗, 흙,
나무껍질, 벌레, 음식 찌꺼기, 동물 조직, 식물
잔해와 다른 생물보안 위험 물질이 묻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대나무 품목(생대나무나 시누대가 아닌 마른
대나무로 만든 것이어야 함)
침구
의류

상업적으로 가공, 포장된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

다운 및 깃털 품목(재킷, 침낭, 이불, 베개 포함)
주방 기구(냄비, 믹서기, 밥솥 포함)
악기
신발

목제품.

일부 장난감과 열 베개, 스노돔, 기념품은 부스러기
솜, 밀알, 씨앗, 콩, 토양, 밀짚, 물 등과 같은 수입
조건에 따라야 하는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여타 제품

다음 제품은 생물보안 위험 물품이 아니며 호주
반입이 허용됩니다.




알코올 음료, 궐련 및 기타 가공 담배 제품

전자 기기(노트북, 태블릿, 전화기, 카메라 포함)
귀중품(보석, 시계, 화폐 포함).

이러한 수입품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규제하며, 반출되기 전에 해당 부서의
검사와 통관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세 및 세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omeaffairs.gov.au 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의약품과 비타민 보충제 및 여타 치료용 제품에
관해서는 호주 식품의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웹사이트 tga.gov.au 에서
확인하십시오.

반입 금지

 유제품(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포함)

 말린 고추/피망(상업적으로 분쇄 또는 제분하지 않은 경우)

 계란 및 계란 제품(전란, 건조란 및 달걀가루, 계란 함유 마요네즈, 소스, 커스터드 포함)
 꽃(생화와 건조화 포함)

 동물용 식품 또는 약품(구충제, 항생제, 통조림 또는 건조된 애완동물 사료 포함)
 과일 및 채소(대추, 사과, 바나나, 감귤류 포함)

 가정식(상업적으로 가공, 포장된 것이 아닌 모든 음식)

 살아있는 동물(포유류, 새알, 곤충,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누에 포함)
 기내에서 받은 식사나 간식(과일, 요구르트, 우유, 샌드위치 포함)
 육류(살라미, 소시지, 햄 포함)

 식물(화분 화초, 꺾꽂이순 포함)

 두류(콩, 렌틸콩, 완두콩, 병아리콩 포함)
 쌀

 씨앗류(향신료 포함) 및 견과류
 재배용 씨앗 또는 구근

 토양(견본, 시료, 장비나 신발의 흙 포함)
 흙이나 물이 묻은 스포츠/캠핑 장비

 약초, 동물성 제품 또는 말린 약용 버섯 등을 함유한 전통 치료제 및 의약품(엄격한 수입 조건 적용)

 밀(상업적으로 분쇄 또는 제분하지 않은 경우)

최신 수입 조건은 awe.gov.au/bicon 에서 호주 생물보안 수입 조건 시스템(BICON)을 확인하십시오.

짐을 쌀 때

자세한 정보

도착 시

자세한 수입 조건은 awe.gov.au/bic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방을 직접 싸고 모든 내용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방에 있는 모든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도착 시 신고해야 할 물품은 따로 챙기거나 수하물의
맨 위에 두어야 합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식품이나 식물성 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령, 최대 2,664 호주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호주 입국이 거부되고 호주에서 추방될
때까지 이민 수용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 반입할 수 없더라도, 모든 품목을 신고하고
제출한다면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식품과 식물성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을 자진해서 공항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공사의
기내에서 받은 모든 음식은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생물보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확인하기 위해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물보안 담당관의 질문,
엑스레이나 탐지견을 이용한 검사 및/또는 물리적
점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호주의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 반출 또는 처분하는 조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위험을 주지 않는 물품은 검사 후 본인에게
반환됩니다.

본국에서 오는 소포

우편으로 호주로 보낸 물품에도 동일한 수입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호주의
생물보안법에 관해 설명하고, 식품이나 식물성 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을 보내지 않도록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로 물품 반입 또는 발송에 관한 정보는
awe.gov.au/travelling을 참조하거나 이메일
imports@awe.gov.au로 문의하십시오.

awe.gov.au/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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