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의 식품 및 농산물 우편 발송 및 해상 운송

동식물 검역소
 식물 보호 및 검역

미국 농무부

미국 농무부(USDA) 동식물 검역소(APHIS)는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다양한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부분의 생과일과 채소 및 특정 유형의 
식물과 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침습성 해충이나 
질병과 같은 위험한 물질이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습성 해충이나 질병이 숨어 있는 과일이나 식물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박멸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야 하며, 교역 수익을 
손실하고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과일과 채소, 식물, 꽃(생화) 및 식물이나 목재로 만든 
공예품을 포함한 농산물 일체는 APHIS의 검역을 거쳐야 하며 
해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뒤에만 화물을 항공 화물 사무소, 
우체국 또는 기타 배송 업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지된 
품목을 우편으로 불법 발송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형법 또는 
민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과일 및 채소

대부분의 생과일 및 채소 종류는 특정 침습성 해충 및 질병을 
유입하는 매개체일 위험이 있으므로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운송 또는 우편 발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생파인애플과 
코코넛은 검역 후 반입이 허용됩니다. 생파파야, 아비우, 
아테모야, 바나나, 카레 잎, 용과, 용안, 리치, 망고스틴, 
람부탄, 스타프루트와 고구마는 허용되지만 반드시 USDA 
공인 시설에서 취급하고 상자에 넣어 밀폐 포장한 뒤 적절한 
표시를 기재하고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가공 과일 및 채소는 운송 및 우편을 허용합니다. 가공 
방식으로는 조리, 건조 또는 냉동 등이 포함됩니다. 냉동하는 
경우, 모든 과일류는 검역 당시 냉동 상태여야 합니다. 냉동 
망고는 씨를 뺀 상태여야 합니다. 

승인된 가공 방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PHI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와이 각지의 APHIS 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검역 후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반입이 허용되는 일반 
품목

n	 해빈사(모래)

n	 코코넛

n	 상용 통조림 식품 

n	 건과류 및 장식용품

n	 생화, 화환 및 나뭇잎(다만 각종 감귤류 또는 감귤류 관련 
꽃, 잎 또는 기타 식물의 부위와 비취덩굴 또는 마우나 
로아는 예외)

n	 히나히나(스패니시 모스)

n 감자(아이리시 포테이토)

n 생파인애플

n 파파야, 아비우, 아테모야, 바나나, 카레 잎, 용과, 용안, 
리치, 망고스틴, 람부탄, 스타프루트 및 고구마 등 가공한 
과일1

n 식물 및 암설물2  

n 암석류

n 조개껍데기(달팽이 껍데기 제외)

n 씨 화환 및 자연석 장신구

n 목재(유목 및 나뭇가지 포함) 및 우드 로즈(건조)

1 이러한 과일류는 USDA 공인 시설에서 취급하여 적절한 표시를 기재하고 스탬프를 찍은 상자에 포장해야 합니다.
2  뿌리를 내린 식물에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하와이 농무부에 문의하십시오.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반입이 금지된 일반 품목

n	 생과일 및 채소(허가품 목록에 기재된 품목은 예외)

n	 각종 장과류(생커피 원두 및 바다포도 포함)

n	 선인장 또는 선인장의 일부분

n 목화의 일부분, 목화다래 포함 

n 비취덩굴과 마우나 로아의 생화 

n 키카니아 및 아단(판다누스) 열매

n	 살아있는 곤충 및 달팽이

n 과실이 달려 있는 종자 및 생꼬투리

n 흙 및 흙에 심은 식물

n 사탕수수

n 공심채(unchoy)

n 생고구마

n 고광나무 

여기에 게재된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면 가까운 APHIS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onolulu (808) 834-3220   

Kona  (808) 326-1252

Kauai  (808) 632-2511

Hilo  (808) 933-6930

Maui  (808) 877-5261  

식물 및 암설물의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하와이 
농무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onolulu (808) 832-0566

Hilo  (808) 974-4141

Kauai  (808) 241-7135

Maui  (808) 872-3848

Kona  (808) 326-1077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APHIS 홈페이지 
(www.aphis.usda.gov/travel)를 참조하십시오. 

USDA는 균등 기회 제공기관, 고용주 겸 대출기관입니다. 발행일: 2017년 7월
PPQ-20-004KOR(Korean)                                                                                                         2020년 2월 약간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