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아보카도를 공급하기 위해 뉴질랜드 아보카드 수출 작물은 
농업 규제 하에서 재배, 수확, 포장, 출고됩니다.

병충해 관리 및 High Health Scheme에 의해 감시 감독되는 인증된 묘목

모든 수출 농가에 대한 농산물 등록제 및 고유 ID

생산 중 법정 식물 검역 및 식품안전 요건

과일 성숙도, 병충해 관리 및 농약 사용에 대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

법정 병충해 모니터링 및 농작물 보호 프로그램 AvoGreen®

농약을 살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의무 인증(Growsafe)

모든 수출 농가에 대한 살포 일지 요건 및 잔류 농약 무작위 테스트

정부 출연 검사 기관에 의한 모든 농업 시스템의 독립적인 감시

모든 농산물 상자와 과실수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이력 추적 시스템

농업 식물 검역 요건이 명시된 수출 관리 전략 및 농업 품질 매뉴얼

전 시즌에 걸친 모든 수출 포장 시설의 감사

병충해 관리 및 이력 추적에 초점을 맞춘 농업 규제 등급 및 포장 방법

수입국 식물 검역 요건에 따른 맞춤형 병충해 관리 절차

병충해와 질병 생존 및 농작물 오염 방지를 위한 수출 전 저장 및 분류 
요건

모든 과실수와 포장은 공인 검사원에 의한 수출 전 식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함.

모든 수출 과일에 대한 수확 후 무작위 잔류 농약 검사

모든 수출업자는 HEA(Horticultural Export Authority)의 허가를 받음

장 및 과실수가 농산물 요건에 맞도록 살포 일지 작성 및 서류 확인

고압수 세척으로 오염 제거

수확 후 살균제 처리

병충해를 입었거나 흠집이 난 과실수를 일일이 선별

공인 품질 검사원이 모든 경작자 로트별로 600개씩 무작위 검사
(10배 확대)

크기별로 규격에 맞는 과실수를 기계 선별하여 수출용 트레이에 포장

고유 식별 마크가 있는 팔레트에 트레이 적재

SOC로 냉각 및 신선도 유지

개별 국가의 검역 요건에 맞추기 위한 추가 관리/검사 요건

냉장 해상운송 또는 항공화물 컨테이너로 수출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대책

수확 후 차단방역 관리

인증된 묘목만 사용하는 공인 식물

모든 재배 농가를 농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전략적 병충해 모니터링 및 잔류 농약 시험

병충해 관리 방법 및 목표 병충해 방제 살포

숙성도에 맞는 과일 선별 수확 및 잔류 농약 요건에 대한 승인

모든 농산물 상자에 고유 ID를 부착하여 재배지 식별

농업 품질 요건을 준수하는 농산물 상자에 과실수 담기

과일을 꼼꼼히 덮어 포장 시설로 이동

뉴질랜드 아보카도의

생산 및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