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 FACTS FOR BUSINESSES 

서호주 주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18년 7월 1일부터 서호주 주 정부는 일회용 경량 비닐봉투 사용 금지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슈퍼마켓, 청과물상, 빵집, 약국, 옷가게 및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소매상에 적용됩니다. 

금지조치 시행 이유 

서호주 주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연간  6억7천만장에 달합니다. 이중 대부분은 매립지에 묻히지만, 
약 7백만장의 비닐봉투는 길거리에 그냥 버려집니다.  

이렇게 그냥 버려진 비닐봉투는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거리, 공원, 수로까지 더럽히는 
쓰레기로 남습니다.  수중생물과 야생동물은 이 비닐봉투를 삼키기도 하며, 여기에 휘감겨 목숨을 
위협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금지조치에 포함된 비닐봉투  

 
 
 
 
 
 
 
 
 
 

 

손잡이가 있으며 두께가 35미크론 이하인 비닐봉투가 이번 금지조치에 해당하는 비닐봉투입니다. 
화학적 분해, 생분해성 비닐봉투도 금지조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닐봉투들은 그냥 버려진다면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HDPE  
(표준 석유화학) 
경량 비닐봉투 

화학적 분해, 
생분해성 경량 
비닐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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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치 제외 비닐봉투 

금지조치는 다음과 같은 봉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장을 보실 때 아래 그림과 같은 가방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관이나 차에 항상 비치해 놓으면 
안심입니다. 

                    

 

 

 

서호주 주정부의 비닐봉투 금지 웹사이트, www.whatsyourbagplan.wa.gov.au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판지 봉투 두껍고 무거운 ‘
백화점 스타일’ 
비닐봉투 

재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천 장바구니 

과일, 야채, 고기, 생선 
등 포장되지 않은 
상하기 쉬운 음식을 
보관하는 얇은 
비닐봉투 

재사용할 수 있는 
보냉백 

일반 쓰레기봉투 및 
쓰레기통용 
비닐봉투 

재사용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 
장바구니 

재사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두꺼운 비닐봉투 

반려견 배변처리용 
비닐봉투  

http://www.whatsyourbagplan.w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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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를 위한 정보 

비닐봉투 금지 조치는 서호주 주의 모든 소매업체에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금지된 비닐봉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매상들은 
금지조치에 포함된 비닐봉투를 더 이상 구매하지 말고 남은 재고를 소진해야 합니다.  

재고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조치에 포함된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고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호주 주정부는 호주 소매업체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업체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 소매업체 협회 웹사이트, www.bagbanwa.com.au 를 방문하시면 소매업체의 의무 및 금지조치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실 있습니다.  

http://www.bagbanwa.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