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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에서는 누가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제조업체, 생산자 및 
도매업자
본 문서는 플라스틱 감축 및 순환 경제법 2021 
(Plastic Reduction and Circular Economy Act 
2021 – PRCE Act)에 따라 제정된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면제 2022 (Plastic Single-Use Straw 
Exemption 2022)에 대한 제조업체, 생산자 및 
도매업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NSW 주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입니다. 이는 상업, 자선, 스포츠, 교육 또는 지역 
사회 목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며, 비영리 기업, 파트너십 
및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면제 2022법은 그러나 장애 
또는 기타 다른 의료 목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대리인 및 단체에게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계속 공급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제조업체, 생산자, 도매업체인 
경우, 빨대 공급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사를 수행(due 
diligence)한 경우에만 빨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공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상업적 목적이나 자선, 스포츠, 교육 또는 지역 
사회 목적으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예: 레스토랑, 카페 (열차 내 식당칸 포함), 
이동 음식 트럭, 학교 식당, 경기장 매점, 모금 
행사 소시지 시즐 이벤트)

 - 식품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업, 파트너십 
또는 자영 요식업자 (예: 시장 노점)

 - 의료 시설 (예: 병원, 일반 진료소)

 - 치과 클리닉
 - 요양 시설 (예: 요양원, 보육 센터)

 - 환자 수송 시설 (예: 구급차)

 - 재택 진료가 제공되는 곳
 - 약국 또는 약사
 - 대중이 이용하는 지역 관공서 (예: 의회 행정 건물)

 - 등록된 자선 단체 (호주 자선 단체 및 비영리 
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s 
database)를 검색하면 자선 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온라인 공급업체
 -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도매상.

• 장애나 다른 의료 목적으로 빨대가 필요한 개인이나 
이를 대신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보호자, 가족, 
친구, 교사, 노인 요양 시설, 의회, 카페, 학교 및 
병원 등의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가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빨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CE 법 또는 면제에 의거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공급할 의무는 없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빨대가 필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청 
시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epa.nsw.gov.au/licensing-and-regulation/legislation-and-compliance/acts-administered-by-the-epa/act-summaries#plasticreduction
https://www.epa.nsw.gov.au/licensing-and-regulation/legislation-and-compliance/acts-administered-by-the-epa/act-summaries#plasticreduction
https://www.epa.nsw.gov.au/licensing-and-regulation/legislation-and-compliance/acts-administered-by-the-epa/act-summaries#plastic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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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실사를 수행(due diligence)하여 공급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가 다음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된 
면제 대상 (또한, 상단에 명시된 대상)에게 빨대를 
공급하는 경우, 혹은

• 장애 또는 다른 의료 목적(본인 또는 대리로 
수행하는 개인의 필요)으로 빨대가 필요한 경우.

관련 확인 절차를 실시하거나, 빨대 구매 전 신고서(a 
declaration) 또는 확인 이메일을 요구하는 등, 사전의 
절차를 마련하여 실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절차 또는 어떤 측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요청한 빨대의 
수량입니다. 소량의 빨대를 주문하는 개인에 비해 
많은 양의 빨대를 주문하는 단체의 경우 더 많은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빨대를 주문하는 경우, 주문 단체의 웹 사이트를 
검토하여 단체의 정체성과 목적을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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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가이드
참고: '빨대'란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말합니다.

참고: 상단 지침과 함께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공급업체 유형 누구에게 공급할 수 있나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빨대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요청 시에만 
제공해야 
하나요? 증빙을 요청해야 하나요?

빨대를 한 
개 이상 
줄 수 
있나요? 빨대를 진열해 놓을 수 있나요?

제조업체,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공급이 허용된 사업체 또는 
단체 (즉, 본 문서의 1 페이지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또는 다른 의료 목적으로 
빨대가 필요한 개인 또는 해당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청하는 
개인/단체

✓ 예 빨대를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예 – 빨대 공급이 허용되는 
사업체나 단체 혹은 빨대가 
필요한 개인(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실사를 수행(due 
diligence)해야 합니다

✓ 예 빨대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사용이 허용된 사람에게는 빨대 구입이 
용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