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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료표 

2022 년 10 월

NSW 빈용기 보증금 

제도: 공급업체의 

의무  

공급업체는 공급 준비, 용기 승인 및 

추가 용기 요건 등,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환 및 적립 

NSW 빈용기 보증금 제도인 Return and Earn (반환 

및 적립)은 2017 년 12 월 1 일에 시작되었으며 

NSW 주에 도입된 가장 규모가 큰 쓰레기 감축 실천 

사업입니다. 

Return and Earn 은 음료 제품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하는 책임을 업계와 

지역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80 억 개 이상의 빈용기가 반납되었으며, 음료 

용기 쓰레기 배출양도 52% 감소했습니다.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음료 공급업체는 Return and Earn 제도 실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급자는 용기에 

담긴 음료를 공급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업체 및 용기에 든 음료를 거래, 교환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도 포함됩니다. 

• 1 차 공급업체 — NSW 주에서 적격 음료를 

최초로 공급하는 업체 모두 해당 

• 용기 승인 수령자 — NSW 환경보호청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 이하 EPA) 

으로부터 용기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사업체. 

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NSW 주에 대상 음료를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다음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Exchange for Change(변화를 위한 교환) 제도 

코디네이터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2. NSW 주에 공급하는 각 음료 용기에 EPA 의 음료 

용기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NSW 주에 공급되는 각 적격 음료 용기에 대해 

업체가 기여해야 하는 부담금을 지불하십시오. 

공급 계약 

NSW 주에 적격 음료를 공급하는 1 차 공급업체로서, 

제도 코디네이터인 Exchange for Change (변화를 

위한 교환)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약정에 따라 Return and Earn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음료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Return and 

Earn 1 차 공급업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귀하의 

업체가 1 차 공급업체인지 자격을 확인하세요. 

공급업체로 등록하는 방법, 공급 계약, 제도금 및 

기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hange for 

Chang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빈용기 승인 

계정 설립 및 승인 신청 

1 차 공급업체인 경우 NSW 주에 공급하는 용기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료 용기에 대한 

승인 여부는 Return and Earn 용기 검색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용기 승인을 신청하려면 NSW 빈용기 승인 

포털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PA 가 계정을 승인하면 음료 용기 승인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 승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기 승인 

과정 정보 자료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xchangeforchange.com.au/suppliers/getting-started.html
https://www.epa.nsw.gov.au/publications/recyclereuse/17p0287-cds-nsw-first-supply-approach-october-17-fact-sheet
https://www.exchangeforchange.com.au/suppliers/getting-started.html
https://www.exchangeforchange.com.au/suppliers/getting-started.html
https://cds.epa.nsw.gov.au/CDSContainerSearchPage
https://cds.epa.nsw.gov.au/CDSLogin
https://cds.epa.nsw.gov.au/CDSLogin
https://www.epa.nsw.gov.au/-/media/epa/corporate-site/resources/waste/container-deposit/19p2020-suppliers-of-containers.pdf?la=en&hash=ED6082BD9C528BA16930780EF458881AA34C827A
https://www.epa.nsw.gov.au/-/media/epa/corporate-site/resources/waste/container-deposit/19p2020-suppliers-of-containers.pdf?la=en&hash=ED6082BD9C528BA16930780EF458881AA34C8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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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대한 추가 규정  

NSW 주에서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을 제안하는 적격 

음료 상품이 아래와 같이 환불 표시, 바코드 및 

분리형 뚜껑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환불 표시 

공급업체는 환불 문구가 표기된 적격 용기만 공급 

또는 공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환불 표시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10c refund at collection depots/points in 
participating state/territory of purchase’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코드 

멀티팩 및 수입품을 포함하여 NSW 주로 배송되는 

모든 적격 용기의 라벨 또는 용기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코드가 있어야 용기를 

승인 지점에서 반환할 때 10c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바코드는 용기(제품) 등급에 따라 

고유하며 GTIN 바코드 또는 GS1 표준을 준수하는 

8~13 자리 바코드여야 합니다. 바코드에 대한 준수 

사항은 ‘규정’의 cl 22A 를 참조하십시오.  

분리형 뚜껑 

개봉 시 완전히 제거되는 뚜껑(분리형 뚜껑)이 달린 

금속 캔은 승인이 불가합니다(예: 뚜껑을 분리할 수 

있는 360 도 풀 탭(pull tap) 또는 구형 방식의 링 

풀(ring-pull)/팝 탑(pop-top) 탭 뚜껑). 그러나 

트위스트 탑이나 보편적인 스테이 온 탭은 분리형 

뚜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격 용기에 속합니다.  

 

A) 스테이 온 탭이 달린 적격 금속 용기 

B) 금지된 분리형(360 도 풀 탭) 뚜껑 

분리형 뚜껑은 일반 쓰레기로 섞여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NSW 주에서는 분리형 뚜껑이 달린 캔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PA 의 역할 

EPA 는 Return and Earn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준수를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PA 는 법적 권한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업체와 소매업체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규정 준수 

EPA 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규정 준수 조치 등을 

활용하여 모든 적격 빈용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바코드, 캔 뚜껑 또는 환불 문구가 

없는 용기에 대한 승인은 취소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NSW 주에서 이러한 음료 용기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급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용기 승인 과정, 소매업체의 의무에 대한 정보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EP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EPA 로 문의하십시오. 

• 전화: 131 555  

• 이메일: container.approval@epa.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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