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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 
 
 
 

 

1부 

규정 준수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본 매뉴얼의 2부는 FAQ(자주 묻는 질문) 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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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요약 
 

 

• 독일에는 포장된 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독일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적용된 이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가이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독일에서 개정된 포장재법에 예상되는 변경 사항을 공표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발효된 법적 변경 사항 및 실제 시행이 알려진 내용을 포함합니다. 

• 독일 포장재법은 독일에서 포장된 상품을 광범위한 상황에서 상업적 차원으로 판매하는 

셀러, 포장을 하지 않거나 상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는 셀러에게도 적용됩니다. 

• 아마존은 셀러가 판매하는 국가에서 EPR(생산자책임활용제도)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셀러의 LUCID 등록 번호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 독일에서 포장된 상품을 수입하거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ulfillment by Amazon) 또는 독립적으로 소비자 또는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는 

경우 - 종종 "듀얼 시스템"에 시스템 참가 수수료를 등록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서는 이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 현재 및 업데이트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 기관은 독일에서 셀러가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아마존이 리스팅된 상품을 제거하도록 강요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는 식품 및 음료 포장재 항목에 대한 보증금제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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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2022년 2월 업데이트 

 

 

1. 독일 포장재법 및 적용 

1.1. 독일법의 배경 

2. 독일법을 준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서도) 

2.1. 등록 절차는 무엇입니까? 

2.2.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등록 준비 단계 

3.1. LUCID / ZSVR 등록을 위한 회원가입 체크리스트 

3.2. LUCID / ZSVR 등록에 필요한 정보 체크리스트 

3.3. 단계별 등록 안내 

4. 듀얼 시스템 

4.1. 듀얼 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구 체크리스트 / 고급 목록 

4.2. 듀얼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수수료 견적 받는 방법 (참여약정서) 

4.3. 시스템 참여 약정서 체결 

4.4. 듀얼 시스템 운영자 

5. 등록 후 아마존 규정 준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보고 

6.1. 정기 보고에 필요한 정보 체크리스트 

6.2. 완전성 선언 

6.3. 포장 무게를 결정하는 방법 

7.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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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포장재법 및 적용 

포장된 상품을 독일로 보내거나 어떤 형태로든 포장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가이드는 해당 법률이 

셀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셀러가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독일법의 배경 

• 상업적 차원으로 독일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 상품은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독일 포장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소비자가 사용한 후에는 많은 상품 포장(예: 소매 포장)이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독일에서는 이 

폐기물을 가정용 쓰레기통과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는 처음 사용한 후 

10-25번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을 절약하고 기후를 보호합니다. 

• 종이, 플라스틱 및 카드와 같은 포장 폐기물을 특수 쓰레기통에서 수거하는 지방 당국 대신 

“듀얼 시스템” 조직이 폐기물을 수집, 분류 및 재활용을 합니다. 

• 독일법에 따라 포장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는 해당 포장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독일에서 상업적으로 포장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자"로 간주되며 "LUCID 포장 등록부"를 

통해 등록하고, 듀얼 시스템에 "시스템 참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LUCID 포장 등록부 및 듀얼 

시스템에 "생산"하는 포장(kg)을 보고해야 합니다. 

• 셀러는 상품을 자체 포장(판매자 주문 처리 네트워크, MFN)으로 배송하거나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를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규제 기관에서 온라인 목록 또는 상품을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또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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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법을 준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LUCID 포장 등록부 

를 통해 ZSVR에 등록 

섹션 3 – 등록 준비 단계 보기 

 

다음 목록의 "듀얼 시스템"  

중 하나와 시스템 참여 약정서 체결 

섹션 4 – 듀얼 시스템 보기 

 

Amazon에 LUCID 등록 번호 제공 여기 

섹션 5 – 등록 후 아마존 규정 준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듀얼 시스템 및 독일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데이터 보고 

섹션 6 – 보고 보기 

 
 

해당 "듀얼 시스템"에 "시스템 참여 

수수료" 지불 

섹션 4 – 듀얼 시스템 보기 

4 

1 

2 

3 

4 

5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systems-overview#c3519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spx/myc/epr-compliance?ref=epr_su_comport_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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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록 절차는 무엇입니까? 

1. LUCID 포장 등록부를 통해 ZSVR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등록 및 제출합니다. 

2. LUCID 등록 번호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듀얼 시스템 상대에 제공하여 시스템 참여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DE"로 시작하며 그 뒤에 13자리 숫자가 붙습니다(예: DE1234567891011). 

3. 시스템 참여 약정서 체결 

4. 2단계에서 받은 LUCID 등록 번호를 아마존에 제공하여 PACKAGING EPR 카테고리에 대한 규정 

준수를 증명합니다. 여기. 

 

등록 절차 (1단계) 동안 듀얼 시스템 운영자와 포장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참여 약정서를 통해 

회수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등록은 무료이며, ZSVR에서 발행한 등록 확인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브랜드 이름과 함께 

생산자 등록부에 포함됩니다. 

LUCID의 생산자 등록부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2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ZSVR 등록, 듀얼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참여 수수료 지불 및 포장 

보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유통 금지 및 최대 10만 유로의 규제 기관이 발행하는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로 아마존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은 셀러가 LUCID 포장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마존은 비준수 리스팅을 일시 중단합니다. 

 

특히 LUCID 포장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셀러는 시스템 참여 약정서 체결, 듀얼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참여 수수료 지불 및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독일 내 포장에 대한 모든 생산자 책임 의무를 이행했음을 

아마존과 대중에게 밝힙니다. 

 

등록된 생산자 목록의 게시는 누구나 특정 생산자, 브랜드, 위치, LUCID 등록 번호 또는 세금 ID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가 등록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spx/myc/epr-compliance?ref=epr_su_comport_manual
https://oeffentliche-register.verpackungsregister.org/Producer
https://oeffentliche-register.verpackungsregister.org/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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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준비 단계 

3.1 LUCID / ZSVR 등록을 위한 회원가입 체크리스트 

ZSVR 등록을 위한 첫 단계는 LUCID 포장 등록부에 회원가입하는 것입니다. 

LUCID 포장 등록부를 통해 ZVSR에 회원가입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회사 이름 (또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 상표명) 

✔ 대표자 이름: 등록을 위해 작성된 모든 진술이 사실임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회사 또는 사업을 

대표하도록 지정된 사람(예: 전무 이사, 이사회 구성원, 승인된 서명인 또는 직원, 회사 또는 사업 

소유자) 

✔ 등록 작성자의 이름과 성 작성자는 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에 속해야 합니다(대표자와 동일할 수 있음) 

✔  이메일 주소 LUCID와의 소통을 위한 로그인 이메일 및 주소 역할을 함 

✔  비밀번호 8자리 (최소한 대문자 1개, 소문자 1개, 숫자 1개, 특수문자 1개) 

 

3.2 LUCID / ZSVR 등록에 필요한 정보 체크리스트 

회원가입을 했다면 등록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록을 위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회사 이름 (또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 상표명) 및 주소 

✔  회사 또는 사업 대표자의 이름: 회사 또는 사업을 대표하도록 지정된 자 

✔  판매세 식별 번호(VAT 번호) 독일에서는 문자 "DE"와 9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예: DE123456789). 

VAT 번호가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사업의 납세자 참조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국가 식별 번호 예: 상업 등록 또는 회사 번호, 무역 사업 또는 회사의 세부 정보, 무역 회원 번호, 

농업 회사 번호 또는 회사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사한 공식 성명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 

기관과 발급 날짜도 표시해야 합니다.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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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브랜드 이름 독일의 시스템 참여 요구 사항에 따라 상업적으로 포장하는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채워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포장하는 것입니다. 

✔  브랜드 이름 없이 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예: 중립 배송 포장), 회사 이름을 다시 

입력합니다. ("이름 없음" 또는 “브랜드 없음” 기재 금지) 

✔  제품에 메인 브랜드 또는 "우산" 브랜드, 그리고 추가 하위 브랜드가 있는 경우 우산 브랜드 표시로 

충분합니다. 하위 브랜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별/복수 브랜드 이름에 대해 시장 철수가 결정된 

경우 "브랜드 유효 기간"에 시장 철수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등록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단계별 등록 안내 
 

1. "Producers..." 아이콘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Launch registration process"를 클릭합니다.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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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단계: 요청된 정보(회사명, 소통 언어, 담당자 이름)를 입력합니다. 
 

 

참고 24시간 이내에 활성화 이메일을 통해 회원가입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3. 2 단계: 연락처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참고 회사에 속한 한 사람만 연락 담당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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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 "Continue login creation"을 클릭하여 입력을 확인합니다. 
 

 

 

5.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고 LUCID 활성화 이메일에서 "로그인 활성화"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로그인은 24시간 이내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활성화 후 LUCID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등록을 계속하십시오. 

 

6.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LUCID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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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독일 판매자의 경우: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가: 독일(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주소, 전화번호, 유럽 세금/VAT 번호 또는 납세자 참조 번호, 유형 및 

국가 식별 번호, 기관, 날짜). 고려 사항 아마존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등록을 확인하므로 

LUCID의 회사 이름, 주소 및 VAT/납세자 참조 번호가 아마존에 제공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VAT 번호가 있는 회사는 "I have VAT number"를 클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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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독일 이외 국가에 있는 셀러: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가" 아래에 국가를 

입력하십시오. 그런 다음 회사 및 연락처 세부 정보(세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및 발급 기관 

포함)를 입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드롭다운 메뉴가 열립니다. 공인 대리인(AR ; LUCID에 

등록하는 요건을 제외한 독일 EPR 법에 따른 모든 규정 준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해 

셀러가 지정한 개인 또는 회사)을 지정했음을 확인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아마존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등록을 확인하므로 LUCID의 회사 이름, 주소 및 VAT/납세자 

참조 번호가 아마존에 제공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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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단계: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공인 대리인(AR)을 지정하려는 경우 : 해당 메뉴에 AR 정보(AR 이름 또는 ID)를 입력합니다 

(네 글자 뒤에 AR 선택이 제공되며, AR을 클릭하면 전체 드롭다운 메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AR 또는 회사 이름, 연락처 세부 정보 세금 ID, VAT ID, 

국가 ID 및 이메일 주소입니다. 궁극적으로 페이지 하단의 체크 표시를 클릭하여 AR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즉, 독일어로 AR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AR이 셀러가 

지정한 유일한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7. 5단계: 이제 추가 담당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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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단계: "브랜드 이름 추가"를 클릭하거나 XML 파일 업로드를 통해 포장에 사용할 브랜드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6단계에서 LUCID는 브랜드 이름, 브랜드 변경, 브랜드 삭제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XML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독일에 브랜드명이 없는 포장이 있는 경우 «브랜드 이름» 

아래에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이름 없음», «브랜드 없음» 등 아님). 

 

9. 7단계: 이전 등록 번호 및 분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10. 8단계: 이제 등록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려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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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의무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세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에 대한 듀얼 시스템 약정서가 없더라고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UCID에 등록을 제출하면 듀얼 시스템으로 참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마존 규정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LUCID 등록 번호를 받게 됩니다.  

 

4. 듀얼 시스템 

독일에서는 등록(3단계 참고) 외에 듀얼 시스템 기업과 시스템 참여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듀얼 

시스템이라 불리는 기업은 소비자에 의해 폐기물로 끝나는 포장재의 수집, 분류 및 재활용을 담당하며,  

폐기물 포장재의 최대 재활용을 보장합니다. 

포장재가 소비자에 의해 폐기물로 끝나는 경우, 듀얼 시스템 중 하나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합니다. ("시스템 참여") : 

• 독일에 있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해 시스템 참가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듀얼 시스템이 시스템 이름으로 독일 내 포장 수량과 유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포장 및 수량을 

보고하면, 소비자에 의해 포장재가 폐기물로 끝납니다. 

시스템 참여는 포장 폐기물 관리 의무를 위한 듀얼 시스템과의 약정서를 의미합니다. 

시스템 참여는 독일 전역에서 운영이 승인된 하나 이상의 (듀얼)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듀얼 시스템은 참가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놓고 경쟁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로 경쟁합니다. 듀얼 

시스템 참여 가격은 시장 가격이며, 선택한 시스템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생산자의 세부 정보와 

생산하는 포장 세부 정보를 알려주고 연간 시스템 참여 수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일부 시스템은 여러 

EU 및 비EU 국가에서 포장재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ZSVR은 연락처 및 독일에서 승인된 모든 시스템 목록을 웹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스템 

및 해당 연락처 정보에 대한 요약은 섹션 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systems-overview#c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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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듀얼 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구 체크리스트 / 고급 목록 

대부분의 듀얼 시스템 (위에 참고)은 유사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지침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회사 또는 비즈니스 상호 및 주소 

• 견적 요청자의 이름과 성, 연락처 세부 정보(이메일 및 전화번호 포함) 및 직위 

• LUCID 등록 번호 

• 포장 재료(아래 참조) 및 지정된 연도의 재료 유형당 예상 수량(킬로그램) 

• 라이선스가 요청된 연도 

• 회사 또는 사업의 VAT ID 또는 세금 ID 

• 관련 시스템 참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및 지불 내역 (송장, SEPA, 신용 카드 등) 

 

또한 회사가 운영되는 산업/분야 또는 회사의 예상 매출과 같은 선택적 정보를 요청하는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듀얼 시스템 은 시스템 참여 수수료 계산을 위해 현재 또는 미래 연도(계획된 수량)에 독일 내 포장 

수량(킬로그램 단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해에 추정치가 실제 수량으로 

대체되며, 실제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듀얼 시스템과 ZSVR은 보고된 계획 및 

실제 수량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포장 종류 

• 유리 

• 종이/판지 

• 양철/철금속 

• 알류미늄 

• 플라스틱 

• 음료 상자 포장 

• 기타 합성 포장재 

• 기타 재료 

 

포장 무게 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 아래 섹션 6.3 참조. 

일부 듀얼 시스템은 다른 (EU) 국가에서 포장재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서비스(예: 폐전기 및 전자 

장비 또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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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후에는 선택한 듀얼 시스템에 제공한 모든 포장 정보를 독일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등록한 날 또는 등록 직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ZSVR은 셀러가 등록 후 즉시 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시스템 참여를 확인합니다. 

 
4.2 듀얼 시스템(시스템 참여)을 통해 시스템 참여 수수료 
견적 받는 방법 

듀얼 시스템에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 참여 수수료는 지불할 의무가 없어도(예: 여러 시스템을 

비교하려는 경우) 듀얼 시스템에 청구할 시스템 참여 수수료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듀얼 시스템 웹사이트는 구속력 없는 수수료 견적을 제공하며, 이를 등록까지 진행하는 유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의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듀얼 시스템 테이블 웹 페이지 링크를 사용하여 선택한 듀얼 시스템 웹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2. 웹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서 페이지 언어를 편한 옵션으로 조정합니다. 

3. 페이지에서 “구속력 없는 견적 요청”, 

"라이선스 비용" 또는 "빠르고 쉬운 포장재 라이선스"라는 옵션을 찾을 있습니다. 

4.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 참여 수수료 계산기"가 제공되고, 예상 포장재 유형 및 질량(킬로그램 

단위) 및 해당 연도를 기입합니다. 

여러 웹사이트에서 "계산 보조 도구" 를 통해 특정 포장재(예: 판지 상자 및 충전재)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 6.3을 참조하십시오). 

5. 수수료 계산 페이지 하단에 "구속력 없는 견적 요청"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요청 

및 연락처 세부 정보를 필드 옆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견적 수수료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더 자세한 견적을 받으려면 재료 유형당 부피 세부 정보를 kg 단위로 추가합니다.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하고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견적 받기(비구속)"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7. 시스템 운영자로부터 시스템 참여 수수료에 대한 견적을 받게 됩니다. 

8. 시스템 참여 수수료 견적을 수락하고, 초기 비용을 지불하면 시스템 참여 약정서가 체결됩니다. 

독일 이외 국가의 규정 준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려는 경우, 관심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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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스템 참여 약정서 체결 

선택한 듀얼 시스템의 웹 사이트에서 생산하는 포장 세부 사항 및 생산자의 세부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청구할 수수료에 대한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선택한 듀얼 시스템의 수수료를 수락함으로써 시스템 참여 약정서가 체결됩니다. 

시스템 참여를 종료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4.4 Operators of Dual Systems 

The below list of operators of packaging dual systems is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To ensure 

that you have an up-to date list when you register please check the ZSVR website. 
 

 

System Address Website / Email / Contact Languages 
 

 

 

 

Der Grüne Punkt – 
Duales System 
Deutschland GmbH 

 

 
 

Edmund-Rumpler-Straße 7 

51149 Köln, Germany 

W: www.verpackgo.de 

www.gruener-punkt.de 

E: anfrage@gruener-punkt.de 

Contact: 
Vertriebsteam „Grüner Punkt“ 

T: +49 2203-937-557 

F: +49 2203 937-397 

 

 

 
DE / EN 

 

 

Ecosistant GmbH 

c/o betahaus, Rudi- 
Dutschke-Straße 
23 

10969 Berlin 

Offers packaging licensing 
in several EU countries and 
refers you to Reclay (see 
below) as dual system in 
Germany 

W: www.ecosistant.eu 

E: info@ecosistant.eu 

Contact: 
www.ecosistant.eu/kontakt/ 

T: +49 (0) 30 220 135 100 

DE / EN 

W: www.bellandvision.de 

BellandVision 
GmbH 

Bahnhofstraße 9 

91257 Pegnitz, Germany 

E: vertrieb@bellandvision.de 

Contact: Customer Service  

T: +49 9241-4832-200 

F: +49 9241-4832-444 

DE / EN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systems-overview#c3519
https://www.verpackgo.de/
https://www.gruener-punkt.de/
mailto:anfrage@gruener-punkt.de
https://www.ecosistant.eu/
mailto:info@ecosistant.eu
http://www.ecosistant.eu/kontakt/
https://www.bellandvision.com/
mailto:vertrieb@bellandvision.de
mailto:trieb@bellandvisi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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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ddress Website / Email / Contact Languages 
 

 

 

 
EKO-PUNKT GmbH 
& CO. KG 

 
 

Waltherstraße 49-51 

51069 Köln, Germany 

W: www.eko-punkt.de 

E: info-koeln(at)eko-punkt.de 

Contact: Dennis Bauer DE 

T: +49 221-964897-0 

F: +49 0221-964897-99 
 

 

 

 
INTERSEROH 
Dienstleistungs 
GmbH 

 

 

Stollwerckstraße 9 a 

51149 Köln, Germany 

W: www.lizenzero.de 

E: verkaufsverpackungen-online@ 
interseroh.com 

Contact: 
Frank Kurrat, Head of Sales 

T: +49 2203 9147-1961 

F: +49 2203 9147-1394 

 

 
 

DE / EN / 
CN 

 

 
 

 

 
Noventiz Dual 
GmbH 

 

 
Dürener Straße 350 

50935 Köln, Germany 

W: www.noventiz.de 

E: info@noventiz-dual.de 

Contact: Dirk Boxhammer DE 

T: +49 221 800158-70 

F: +49 221 800158-77 
 

 

PreZero Dual GmbH 

Stiftsbergstr. 1 

74172 Neckarsulm, 
Germany 

W: www.prezero.com/dual 

E: vertrieb@prezerodual.com, 

Contact: 
Vertriebsteam PreZero Dual, 
https://prezero.com/hilfe-
kontakt 

T: +49 7132 30 773255 

Website
: DE / 

EN 

Registr
. form: 

DE 

Landbell AG für 
Rückhol-Systeme 

Rheinstraße 4 L 55116 

Mainz, Germany 

W: www.landbell.de 

E: info@landbell.de 

Contact: 
Markus Pache, Head of Sales 

T: +49 2203 9147-1961 

F: +49 2203 9147-1394 

DE / EN / 
FR / IT / ES 

INTERSEROH+ 
GmbH 

Stollwerckstraße 9 a 

51149 Köln, Germany 

W: www.interseroh.plus 

E: info@interseroh.plus 

Contact: 
Frank Kurrat, Managing Director 

T: +49 2203 9147-1268 

F: +49 2203 9157-1268 

DE 

https://www.eko-punkt.de/
https://www.lizenzero.de/
https://www.noventiz.de/
mailto:info@noventiz-dual.de
https://prezero.de/leistungen/dual
mailto:vertrieb@prezerodual.com
https://prezero.com/hilfe-kontakt
https://prezero.com/hilfe-kontakt
https://www.landbell.de/
mailto:info@landbell.de
https://www.interseroh.plus/
mailto:info@interseroh.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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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ddress Website / Email / Contact Languages 
 

 

 

 
Reclay Systems 
GmbH 

 

 

Im Zollhafen 2-4 

50678 Köln, Germany 

W: www.reclay-group.com 

E: pangaribuan@reclay.de 

Contact: Theodora Pangaribuan DE 

T: +49 221 580098-2888 

F: +49 221 580098-777 
 

 
 

 

 
Veolia 
Umweltservice Dual 
GmbH 

 

 
Hammerbrookstraße 69 

20097 Hamburg, Germany 

W: www.veolia.de/veolia- 
umweltservice-dual-gmbh 

E: de-ves-info-dual@veolia.com 

Contact: Yvonne Wittig DE 

T: +49 381 87715-320 

F: +49 381 87715-311 
 

 

 

5. 등록 후 아마존 규정 준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존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셀러 센트럴의 EPR 규정 준수 포털에서 LUCID 등록 

번호를 아마존에 제공하고,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셀러 센트럴의 EPR 규정 준수 포털로 이동 

셀러의 LUCID 등록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참여 약정서 체결, 듀얼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참여 

수수료 지불 및 보고 의무을 포함하여 독일 내 포장에 관한 모든 셀러 책임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행할 

것임을 아마존에 나타냅니다. 

Zentek GmbH &  
Co. KG 

Ettore-Bugatti-Straße 6-14 

51149 Köln, Germany 

W: www.zentek.de 

E: dualessystem@zentek.de 

Contact: Dirk Grommes, Sales 

T: +49 2203 8987-700 

F: +49 2203 8987-829 

DE / EN 

Recycling Dual 
GmbH 

Willicher Damm 143 

41066 Mönchengladbach, 
Germany 

W: www.recycling-dual.de 

E: sales@recycling-dual.de 

Contact: 
Dominik Scholtyssek, Head of Sales 

T: +49 2161 9462-700 

DE 

http://www.reclay-group.com/
mailto:pangaribuan@reclay.de
https://www.veolia.de/veolia-umweltservice-dual-gmbh
https://www.veolia.de/veolia-umweltservice-dual-gmbh
mailto:de-ves-info-dual@veolia.com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spx/myc/epr-compliance?ref=epr_su_comport_manual
https://www.zentek.de/
mailto:dualessystem@zentek.de
https://recycling-dual.de/
mailto:sales@recycling-dua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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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 

포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두 번 보고해야 합니다. 

• 듀얼 시스템에 보고 

• LUCID를 통해 ZSVR에 보고 

듀얼 시스템에서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고 빈도에 따라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예: 3개월 또는 

월별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듀얼 시스템 약정서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관련 기한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 사항 

• 계획 수량,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연도별)에 독일 내 계획된 포장 수 

• 실제 수량, 이전 기간(일반적으로 연도별)에 독일 내 포장 수 

최소 수량은 없으므로 생산하는 포장의 양에 관계없이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6.1 정기 보고에 필요한 정보 체크리스트 

어떤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까? 

ZSVR 및 듀얼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LUCID 등록 번호 

• 사용하는 포장재 유형 및 참여하는 시스템의 각 포장 유형 질량(킬로그램) 

• 참여하는 시스템의 이름 

• 시스템 참여 기간 

 

보고 간격 

약정서에 따라 듀얼 시스템 에 포장 계획 또는 실제 수량에 대한 매년 단일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해당 정보를 ZSVR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듀얼 시스템에 자주 보고(예: 분기별 또는 월별)를 동의한 경우 ZSVR에 수량 보고서를 자주 제출해야 

합니다. 

수량 보고서는 XML 파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ZSVR 보고는 동일합니다. LUCID 등록부 

입력 화면에 관련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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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데이터 보고는 의무 생산자 또는 생산자 회사의 적절하게 공인된 담당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각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R을 지정했다면, AR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6.2 완전성 선언 

이전 연도에 독일 내 포장(시스템 참여 대상)의 실제 수량이 다음 임계값 중 하나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이 완전성 선언을 제출합니다. 

• 유리: 80,000kg 

• 종이, 판지: 50,000kg 

• 철금속, 알루미늄, 플라스틱, 음료수 상자, 기타 합성 포장재: 30,000kg 

완전성 선언은 포장 생산자가 모든 책임을 지므로 기재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ZSVR 와 독일 주 당국은 이러한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완전성 선언을 제공에 대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성 선언을 요청 받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생산한 포장 유형 

• 전년도에 독일 내 모든 개별 상품 포장 질량(예: 소매 포장) 및 그룹화된 포장(여러 품목을 함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상자, 포장 및 플라스틱 등) 

• 사용 후 산업 또는 대규모 상업 기업 환경에서 폐기물로 축적된 모든 물질 유형 및 각각의 질량(kg) 

완전성 선언은 등록된 전문가 또는 등록된 감사인, 세무 고문 또는 공인 회계사가 감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완전성 선언, 감사 확인 및 관련 감사 보고서는 LUCID의 ZSVR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도시, 감사 회사 이름 또는 전문가 이름을 입력하여 LUCID를 사용하여 ZSVR의 감사 등록에서 

등록된 감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전문가 

• 등록된 감사, 세무 고문 또는 공인 회계사 

제출 및 적임의 전자 서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완전성 선언을 제출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는 완전성 

https://oeffentlicheregister.verpackungsregister.org/Auditor?auditorType=DivisionOne
https://oeffentlicheregister.verpackungsregister.org/Auditor?auditorType=DivisionTwo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fileadmin/LUCID/Technical-guidelines-Declaration-of-completeness.pdf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fileadmin/LUCID/Technical-guidelines-Declaration-of-completen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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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기술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성 선언에 대한 추가 지침은 FAQ에서 확인하십시오(9. 완전성 선언 제출 절차는 무엇입니까?). 

 

6.3 포장 무게를 결정하는 방법 

듀얼 시스템으로 시스템 참여 약정서를 체결할 때 현재 또는 내년에 독일 내 포장 수량을 추정해야 

합니다. 듀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소량 포장에 대한 최소 요금이 있습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 아마존 보고 

필요한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은 셀러 센트럴의 원스톱 무료 플랫폼인 Amazon EPR 보고서를 

출시했으며, 셀러가 당국에 데이터를 신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판매 데이터를 분류하고 컴파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PR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R 보고서 FAQ를 참조하십시오. 

셀러 센트럴에서 언제든지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 판매한 경우 

1단계: 포장재 결정 

포장 재료는 무엇입니까? 

• 유리 (무색 또는 유색, 뚜껑 없음) 

• 종이, 판지 

• 철금속 (자석, 예: 유리병 또는 식품 캔 뚜껑) 

• 알류미늄 (비자성, 예: 크림 튜브) 

• 플라스틱 (PET, PP, PE 등, 혼합 플라스틱) 

• 기타 합성 포장재: (1) 손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합성 재료, 

(2) 어떤 유형의 재료도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지 않음, (3) 그 내용물이 음료로 소비되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 

• 기타 재료 (예: 면, 목재, 천연 코르크, 고무, 라피아, 도자기) 

 

또한 제품 포장용 랩, 충전재 또는 테이프, 주소 라벨, 소포 끈과 같은 기타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법에 적용되는 포장 재료입니다.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fileadmin/LUCID/Technical-guidelines-Declaration-of-completeness.pdf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fileadmin/LUCID/Technical-guidelines-Declaration-of-completeness.pdf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faq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faq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faq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faq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EPR_REPORT/1?ref=epr_su_reports_manual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EPR_REPORT/1?ref=epr_su_reports_manual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help/hub/reference/GPXR8Y3JUVNJ8V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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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60 

> 10g and ≤ 50g 20 

2단계: 포장 질량 결정 

ZSVR은 포장 질량을 결정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결정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입니다. 

• 재료: 다양한 포장 구성 요소의 무게는 다른 재료 카테고리를 개별적으로 계산하거나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 측정: 빈 포장재를 계산하거나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1. 무게: 포장 무게를 측정할 때 특정 수의 무작위 샘플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안된 수량은 아래 표 참조). 측정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와 함께 그램 단위로 

제공합니다(상업용 반올림). 

           빈 포장 무게(g)   샘플 수 
 

> 5g and ≤ 10g 30 
 

> 50g 10 
 

최대 2kg을 측정하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표시하는 저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풍과 

같은 환경적 영향을 피하십시오. 

포장은 비어 있고 깨끗하며 건조해야 합니다.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포장재 무게를 잴 때는 

과도한 습도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계산: 많은 듀얼 시스템은 재료와 포장 크기 및 수를 입력해야 하는 계산 보조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포장 무게를 계산합니다 (예: 

https://www.lizenzero.de/en/#configurator, https://shop.landbell.de/ en/online-

calculator-for-compliance-with-the-german-packing-ordinance-calculate-your- fee-

quickly-and-easily/; https://portal.gruener-punkt.de/onlinedsd/f?p=200:81::::81:IH81_ 

P1:EB6D8AE6F20283755B339C0DC273988B&). 

예시: 

✔ 박스 1개 M (미디움,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듦, 치수: 37.5 x 30.0 x 13.5cm) 포장 테이프 및 

종이 충전재 포함 

› 무게는 종이 또는 판지의 경우 800g, 플라스틱의 경우 10g 

› 예: PVC 포장 테이프와 공예 종이 또는 목모로 포장된 DHL 포장 중간 사이즈 

https://www.lizenzero.de/en/#configurator
https://shop.landbell.de/en/online-calculator-for-compliance-with-the-german-packing-ordinance-calcu
https://shop.landbell.de/en/online-calculator-for-compliance-with-the-german-packing-ordinance-calcu
https://shop.landbell.de/en/online-calculator-for-compliance-with-the-german-packing-ordinance-calcu
https://shop.landbell.de/en/online-calculator-for-compliance-with-the-german-packing-ordinance-calcu
https://shop.landbell.de/en/online-calculator-for-compliance-with-the-german-packing-ordinance-calcu
https://portal.gruener-punkt.de/onlinedsd/f?p=200:81::::81:IH81_P1:EB6D8AE6F20283755B339C0DC273988B
https://portal.gruener-punkt.de/onlinedsd/f?p=200:81::::81:IH81_P1:EB6D8AE6F20283755B339C0DC27398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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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포 포장재 1개 M (종이/플라스틱 합성물로 제작, 치수: 220 x 340mm), 기타 합성물 

포장 25g 

› 무게는 종이 또는 판지의 경우 500g, 플라스틱의 경우 6g, 합성물의 경우 0.25g 

› 예: 패딩 처리된 종이 봉투, DINA 4 형식, 내부에 버블랩 포장, 크기 F6 

✔ 병 1개 M (알루미늄 마개 포함, 용량 750 ml, 유리 500g, 알루미늄 1g) 

› 유리의 경우 500g, 플라스틱의 경우 6g, 합성물 25g, 종이 또는 판지로 추가 포장된 

경우 500g 

› 알루미늄 마개가 있는 병 

• 수량 측정 타이밍 및 수정: 포장 중량 측정은 1년에 1회 또는 중량 또는 재질에 따른 변경 후 

결정합니다. 연말에 측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다음 해에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4단계: 시스템 참여 수수료 결정 / 시스템 참여 약정서 체결 

시스템 참여 수수료는 1년 동안 독일에 있는 포장 재료 및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포장 수량을 알면 시스템 참여 수수료를 계산하거나 선택한 듀얼 시스템과 직접 참여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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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아닌 

유통업체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또는 기타 수단입니다. 

 

 

7. 용어 사전 
 
 

용어  정의 
 

공인 대리인 LUCID에 등록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제외한 독일 EPR 법에 따른 모든 준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셀러가 지정한 개인 또는 회사. 
 

독일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 :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은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등록하고 공개하며, 기타 활동(예: 데이터 보고)을 통해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은 독일의 조직입니다. ZSVR은 또한 

재활용 할당량 준수 및 보다 지속 가능한 포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같은 

추가 생태학적 목표를 모니터링합니다. 

 

 

듀얼 시스템 특정 유형의 폐기물을 수집, 분류 및 재활용할 책임이 있는 독일의 조직 (포장 유형 

폐기물 - 종이, 판지, 플라스틱, 목재).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 : Fulfillment 

by Amazon )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는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은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상품을 보내고, 

고객이 구매하면 아마존에서 해당 주문에 대한 영수증, 포장, 배송, 고객 서비스 및 

반품을 처리합니다. 
 

 

독일 포장재법에 따라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비즈니스 활동 과정에서 

유통업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상품의 창고 보관, 포장, 주소 지정 및 발송 서비스 중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합니다. 

우편, 소포 배달 또는 기타 배송 에이전트는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산업 포장 실제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품목 또는 물질 주변의 재료이며, 종종 크고, 

무겁우며 맞춤형입니다. 

 

 

그룹화된 포장 그룹화된 포장은 하나 이상의 소매 포장 제품을 묶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소매 

단위와 함께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거나 소매 선반을 비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Merchant Fulfillment 

Network (MFN) 
아마존의 MFN(판매자 주문 처리 네트워크)은 아마존 플랫폼에 판매할 상품을 올린 

다음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제3자 판매자 네트워크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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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상품 포장 
예: 소매 포장 

실제 항목에서 기본 포장 재료를 나타냅니다. 

 

 

배송 포장 우편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고객에게 발송하기 위해 상품을 보호하는 포장재입니다. 

이것은 상품 포장(예: 소매 포장)에 추가하여 사용되는 견고한 외부 상자 또는 

봉투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참여 약정서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 참여 수수료 및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해당 관계의 조건을 

규율하는 포장 생산자와 선택한 포장 듀얼 시스템 간의 계약입니다. 
 

 

운송 포장 플라스틱 포장, 팔레트 또는 컨테이너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폐기물로 

끝나지 않고, 상품 운송을 위한 포장, 보호, 저장,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리셀러 다른 출처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모든 비즈니스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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