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용 계산대 봉투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조례

2013년 10월 1일
•

시 법은 모든 일회용 계산대 비닐 봉투를 금지합니다

•

제공된 계산된 봉투 하나 당 10 센트의 강제 부과금

계산대 봉투 조례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
• 2013년 10월 1일부터 모든 식료품에 대해 그리고 2012년 10월 1일 이래의 소매점포에 적용함
• 법을 준수하는 모든 계산대 봉투에 대해 10 센트의 최소 부과금 요구됨
• 부과금은 고객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
• 점포 및 식료품들이 부과금을 지킬 수 있게 함
• EBT, WIC, SNAP, 그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음
법률을 준수하는 계산대 봉투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라벨에 증명 로고가 있는 퇴비 가능한 비닐 봉투
• 최소한 40%의 소비후 재활용 성분이 있는 라벨의 종이 봉투
• 적어도 125회 사용가능하고 세척 가능하도록 설계된 재사용 계산대 봉투
10 센트 부과금 대상 봉투:
• 테이크-아웃 및 물건 인도용 준법 계산대 봉투
10
•
•
•
•
•

센트의 부과금 비대상 봉투:
제과점 상품 또는 팝콘 같이, 포장하지 않은 채 마련되는 식품을 위해 사용되는 봉투
냉동 식품, 육류, 또는 생선을 넣기 위해 사용되는 봉투
농산물, 캔디, 견과, 씨리얼 등과 같은 다수량 품목을 위해 사용되는 봉투
스프 용기를 싸는 비닐 봉투와 같이, 같은 봉투 안에서 상품의 손상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봉투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위해 사용되는 봉투 (“도기 백”)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fenvironment.org/checkoutbag 을 방문하시거나 SF Environment에
(415) 890-2962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계산대 봉투 조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fenvironment.org/checkoutbag 을 방문하시거나
SF Environment 에 (415) 890-296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Printed on 100% post-consumer recycled paper.

계산대 봉투 조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계산대 봉투 조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조례의 목적은 시와 환경에 대한 일회용 봉투의 충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계산대 봉투 하나에 10 센트의 부과금을 붙이는
것으로 일회용 봉투의 사용 수를 거의 70-9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75 곳의 타 지역사회도
유사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쓰레기와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 및 합성 프로그램에서 생기는 오염까지로
줄임으로써, 샌프란시스코 납세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오염을 줄임으로써 베이 지역과 대양
지역의 수질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어떤 업종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 현재의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소매 점포에 그리고 2013년 10월 1일부터 모든 식료품에
적용됩니다.
업소에서 봉투 대금을 부과해야 합니까?
예. 최소 부과금은 계산대 봉투 하나에 10 센트입니다. 업소는 업소가 제공하는 계산대 봉투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해도
됩니다.
10 센트 부과금은 어떻게 감시될 것입니까?
계산대 봉투 부과금은 고객의 영수증에 따로 분류되어 보여야 합니다. 업소들은 포스 기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WIC, EBT, SNAP 및 기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됩니까?
WIC, EBT, SNAP, 그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거래에는 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테이크-아웃과 물건 인도용으로 사용되는 봉투는 어떻습니까?
계산대 봉투 부과금은 테이크-아웃 봉투로 인도되거나 전달되는 먹거리를 받는 고객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고객들이 부과금을 안 부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객들은 자기 봉투를 가지고 오거나 봉투 없이 나르기 쉬운 적은 구매를 할 때는 봉투를 받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부과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봉투를 주지 말라고 말하면 됩니다.
10 센트의 부과금을 어디로 갑니까?
점포들 및 식료품상은 준법 봉투의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계산대 봉투 부과금 전액을 보전합니다.
준수하지 않는 업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SF 환경부는 1차적으로 업소들이 이 조례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가 내려질 수 있고, $100-$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봉투를 업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업소들은 어디에서 준법 봉투를 살 수 있습니까?
법을 준수하는 계산대 봉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퇴비가능한 것으로 증명된 비닐 봉투로서 라벨이 있는
것, 40%의 소비후 재활용 내용물의 라벨이 있는 종이 봉투, 적어도 125회 사용과 세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재사용가능 봉투. 준법 봉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fenvironment.org/checkoutbag 로 가시고, 봉투
공급자의 목록을 보시려면 sfenvironment.org/bagvendors 로 가십시오 .
어떤 용도의 봉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봉투: 포장하지 않은 채 마련되는 식품 또는 제과점 상품에 쓰이는 봉투; 같은 봉투 안에 함께
들어가는 다른 상품의 손상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봉투 (뜨거운 액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를 싸는
데 이용되는 봉투와 같은); 농산물, 견과, 곡물, 또는 캔디 같은 다수량 품목을 위해 사용되는 봉투; 냉동 식품, 육류, 또는
생선을 넣기 위해 사용되는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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