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비닐봉지의 금지 (SB 270 /제안 제 67 호)  

  법무 장관 사무국 작성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의 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식료품점, 편의점, 주류 판매점 및 약국이 있거나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을 

파는 대형 소매점은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점들은 고객에게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증받은 재사용 

식료품 가방 또는 재활용 종이봉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점들은 재사용 식료품 가방 또는 재활용 종이봉투에 대해 장당 적어도 10 센트를 

부과해야 합니다. 

 상점들은 EBT 카드 또는 WIC 카드/바우처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고객들에게는 무료 

재사용 식료품 가방 또는 재활용 종이봉투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이 재활용 종이봉투로서 적합한가요?  

보통, 재활용 종이봉투는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소비 후 재활용된 물질을 최소한  40% 포함하고 있어야 함 

 제조사의 이름, 가방이 제조된 국가, 소비 후 재활용된 물질의 비율이 가방에 인쇄되어 있어야 함  

무엇이 인증받은 재사용 식료품 가방으로서 적합한가요?  

보통, 인증받은 재사용 식료품 가방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손잡이가 있고 적어도 125 회 사용을 목적으로 

고안되어야 함 

 최소한 15 리터 (약 4 갤런)의 용량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세탁기로 세척할 수 있거나 세척 및 소독 

가능해야 함 

 독성물질이 없어야 함 

 만약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졌다면, 소비 

후 재활용된 물질을 최소한  20% 포함하고 

있어야함 (2020 년 1 월 1 일 이후 40%) 

 만약 직물로 만들어졌다면, 175 피트의 

구간을 22 파운드의 무게로 125 회 운반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야 함  

 제조사의 이름, 국가 및 그 가방이 

적어도 125 회 사용을 위해 고안된 재사용 

가방이라는 표현이 가방 또는 라벨에 

인쇄되어 있어야하며 만약 재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면, 재활용 설명도 나와있어야 함 

 캘리포니아 재활용 공식 

홈페이지(CalRecycle)의 인증받은 재사용 

식료품 가방 생산회사(Certified Reusable 

Grocery Bag Producer)목록에 나와 있는 

회사에 의해 제조되었거나 유통되었어야 함

직접적인 질문 및 항의: https://oag.ca.gov/consumers 또는 (800) 952-5225  

위의 정보는 단지 요약입니다. 특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의 금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http://www.calrecycle.ca.gov/Plastics/Carryout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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