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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료표 

2022 년 10 월

NSW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매업체의 의무 

소매업체는 대상 제품에 10c 환불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용기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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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 지역사회는 본 제도를 원활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80 억 개 이상의 

빈용기가 반환되었으며, 음료 용기 쓰레기 양이  

52% 감소했습니다. 

Return and Earn 은 음료 제품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하는 책임을 업계와 

지역 사회가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Return and Earn 제도 실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음료 공급업체이지만, 

소매업체도 제도 실천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격 재고 확인  

과태료를 피하고 고객이 빈용기를 반환하여 10c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용기란 무엇입니까? 

대상이 되는 모든 음료 용기는 NSW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 이하 EP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겉면에 ‘10c refund at collection 
depots/points in participating state/territory of 

purchase’ 이라는 환불 문구를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표기해야 합니다.  

 
환불 문구 표시는 공급망의 모든 지점에 적용됩니다. 

대상 물품 가운데 환불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용기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는 소매업체는 해당 

‘법’ 39 조(s39)에 따라 현장에서 최고 3,000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빈용기 승인 

모든 등급의 적격 음료 용기는 NSW 주에 공급되기 

전에 EP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NSW 주에 음료를 

공급하는 1 차 공급자는 해당 용기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 차 공급자가 

소매업체일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음료 용기를 

공급하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공급업체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 자료표 - NSW 빈용기 

보증금 제도: 공급업체의 의무 - 를 참조하십시오.  

음료를 공급하는 1 차 공급자는 Return and Earn 

용기 검색기를 사용하여 해당 용기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egislation.nsw.gov.au/#/view/act/2016/57/full
https://www.epa.nsw.gov.au/your-environment/recycling-and-reuse/return-and-earn/role-of-first-suppliers-of-drink-containers
https://www.epa.nsw.gov.au/your-environment/recycling-and-reuse/return-and-earn/role-of-first-suppliers-of-drink-containers
https://cds.epa.nsw.gov.au/CDSContainerSearchPage
https://cds.epa.nsw.gov.au/CDSContainerSearch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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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료 용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NSW 주에서 판매되는 150ml 에서 3L 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음료 용기는 10c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기는 이 제도에서 제외되며, 승인이나 

환불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나, 이 목록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 우유 또는 대체 우유 용기 

• 향이 첨가된 우유 용기 (1L 이상) 

• 1L 이상의 과일 또는 야채 주스 용기 

• 와인 및 증류주를 위한 유리병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급업체와 상담하기 

공급업체에 해당 용기에 환불 표시가 있고 용기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락하기 전 확인하기 

입고되는 재고를 살펴보고 환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turn and Earn 용기 검색기를 사용하여 재고 

물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재고가 위와 같은 검사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항목 모두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배송을 

거부하고 공급업체에 ‘규정’을 준수하는 용기만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안 모색하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재고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임시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PA 에 문의하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비자가 적격 용기를 승인된 지점으로 반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환불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환불 문구 표기를 통해 적격 빈용기를 최대한 

많이 회수하고, 부적격 빈용기 반환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불 표시 문구는 현재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주 및 테리토리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EPA 의 역할 

EPA 는 Return and Earn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준수를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PA 는 Return and Earn 를 통해 NSW 주에 

공급되는 모든 적격 용기가 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권한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업체와 소매업체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용기 승인 과정, 공급업체의 의무, '수락하기 전 

확인하기' 에 대한 정보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EP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실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EPA 로 

문의하십시오. 

• 전화: 131 555  

• 이메일: container.approval@epa.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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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면책조항 및 저작권 정보는 EP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ds.epa.nsw.gov.au/CDSContainerSearchPage
http://www.epa.nsw.gov.au/
http://www.epa.nsw.gov.au/
mailto:container.approval@epa.nsw.gov.au
http://www.epa.nsw.gov.au/your-environment/recycling-and-reuse/return-and-earn/role-of-first-suppliers-of-drink-containers
http://www.epa.nsw.gov.au/your-environment/recycling-and-reuse/return-and-earn/role-of-first-suppliers-of-drink-containers
http://www.epa.nsw.gov.au/your-environment/recycling-and-reuse/return-and-earn/role-of-first-suppliers-of-drink-containers
https://legislation.nsw.gov.au/#/view/regulation/2017/66/full
https://legislation.nsw.gov.au/#/view/regulation/2017/66/full
https://legislation.nsw.gov.au/#/view/act/2001/58
mailto:container.approval@epa.nsw.gov.au
http://www.epa.nsw.gov.au/
http://www.epa.nsw.gov.au/about-us/contact-us/website-service-standards/disclaimer
http://www.epa.nsw.gov.au/about-us/contact-us/website-service-standards/copy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