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 (해당작물 수입시 시험기관에 반드시 확인)
○ 식량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 시험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사업팀(031-8012-7281)
○ 채소 및 인삼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리
→ 시험기관 : (사)한국종자협회(031-706-1620)
○ 버섯 :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잎새, 버들송이, 만가닥버섯, 상황버섯
→ 시험기관 : (사)한국종균생산협회(043-878-1062)
○ 약용작물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백출, 사삼, 산약, 시호, 우슬, 작약, 지황,
창출, 천궁,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 시험기관 : (사)한국생약협회(02-967-8133)
○ 목초, 사료, 녹비작물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러니 얼라이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
브롬그라스, 사료용 벼, 사료용 보리, 사료용 콩,사료용 감자, 사료용 옥수수, 수수 수단 그라스
교잡종(Sorghum×Sudangrass Hybrid), 수수 교잡종(Sorghum×Sorghum Hybrid), 호밀,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콤먼벳치, 자운영, 크림손클로버, 수단그라스
교잡종(Sudangrass×Sudangrass Hybrid)
→ 시험기관 : 농협 조사료유통팀(02-2080-6699)
○ 산림용 종자 : 표고버섯, 목이버섯, 복령, 오가피 등
→ 시험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3)

2

수입종자를 가공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할 시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종자업 등록시 필요사항 >
○ 종자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포장 및 장비(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예 ) 채소 : 철재하우스(330㎡이상), 육종포장(30a이상), 정선기, 건조기 등
○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054-912-0165~7)

3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054-912-0115)를
하여야 합니다.

< 품종의 생산 · 수입 판매신고시 필요사항 >
○ 종자업등록 사본 1부
○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
○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 증명서
○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심사등록팀(054-912-0115)

4

벌칙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번의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 2번의 종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 3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 기타 종자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054-912-016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