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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행 또는
귀국 안내
여행자를 위한
생물보안 정보

호주의 생물보안법은 엄격합니다. 이는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호주의 농업과 고유한 환경 그리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 도착 전
입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법률에 따라, 귀하는 특정
식품과 식물성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을 비롯해 위험한
물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판되는 가공
및 포장, 신선, 건조, 조리, 냉동 또는 소량의 식품, 간식과
식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항공기나 선박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내리지 마십시오.

호주 도착 시
•
•
•
•

 입국 심사를 진행합니다.
출
수하물을 찾습니다.
생물보안 검사대로 가서 입국 신고서와 신고할 물품을
생물보안 담당관에게 제시합니다.
귀하가 위험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물보안 담당관, 탐지견 또는 엑스레이로 가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위험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
생물보안 담당관이나 입국 신고서에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품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생물 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 최대 2,664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 고지서 발부
• 민사 처벌 절차 및/또는
• 형사 기소 대상. 유죄가 선고되면, 최고 110만 호주달러의
벌금형 및/또는 최대 10년 징역형.
비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호주 입국이
거부됩니다.
호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더라도 전부
신고하고 제시하면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품을 호주로 반입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awe.gov.au/bringing-goods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수입 조건이나 서류
요건은 awe.gov.au/bicon의
생물보안 수입 조건 시스템
(BICON)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호주로 물품을
반입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식품,
식물성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전화 1800 900
090번이나 이메일 imports@
awe.gov.au로 문의하십시오.

도착 후 생물보안 위험을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
조치 사항
짐을 풀 때 살아 있는 동물,
벌레, 토양, 식물성 재료
또는 여타 위험 물품을
발견한다면 1800 798 63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호주 여행 또는 귀국 안내

신고한 물품의 처리 과정

동물용 식품 및 장비

생물보안 담당관이 귀하가 제출한 물품을
검사하며 자세한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이 반입이 가능하고 검사를 통과하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물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물품의 처리나 호주 외부로 반출 또는
처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담당관이 알려줄 것입니다.

특정 식품과 식물성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의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신고하십시오!
유제품 및 계란 제품
•
•
•
•
•

 아용 조제분유
유
치즈, 우유, 요구르트
전란, 건조 및 달걀가루
마요네즈
면과 파스타

식물성 재료
•
•
•
•
•

 아 있는 식물
살
씨앗, 구근, 꺾꽂이순
생화와 건조화
공예품 및 장식품
목제품

식품
•
•
•
•
•
•

 공기나 선박에서 가져온 식품
항
날음식과 조리 식품 및 식자재
쌀
포장 요리
꿀
허브티, 생약 등을 포함한 허브와 향신료

과일 및 채소
•
•

 선 및 냉동 과일/채소
신
보존처리 및 건조 과일/채소

•
•
•

 완동물 사료와 간식
애
의약품
안장
수의학 용품, 털 손질과 털 깎기 및 양봉 장비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
•
•
•

 과 둥지
알
깃털, 뼈, 뿔, 가죽, 모피와 털
박제된 동물과 조류
조개껍질 및 산호
밀랍과 여타 양봉 제품

견과류, 씨앗류, 콩류, 곡물류
야외, 캠핑, 스포츠 장비 및 신발류
•
•
•

 산화
등
낚시 장비
토양이나 씨앗 또는 물로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여타 제품

다음 제품은 생물보안 위험 물품이 아닙니다.
• 주류 및 담배
• 전자 기기(노트북, 태블릿, 전화기, 카메라 포함)
• 귀중품(보석, 시계, 화폐 포함).
이러한 수입품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규제하며, 검사와 통관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통관과 수입 관세 및
세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omeaffairs.gov.au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의약품과 처방 의약품 및 여타 치료용
제품에 관해서는 호주 식품의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웹사이트 tga.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

상어 지느러미, 뱀 가죽, 상아, 거북 등껍질,
희귀 난초를 포함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등재된 동식물종의 이송에 대한 정보는 awe.
gov.au/biosecurity-trade/wildlife-trade/noncommercial를 참조하십시오.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 제품
 선, 건조, 냉동, 조리, 훈제, 염장 또는
신
보존처리 제품

전화 1800 900 090 또는
+61 3 8318 6700 (호주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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