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관련 의무 사항
시애틀 시 법률 규정:
비닐 쇼핑백

대형 종이 쇼핑백

소형 종이봉투

초록색 비닐 봉투*
(농산물 등)

금지

투명 위생 비닐 봉투/
대용량 식료품 봉투

금지
5¢

(최저 비용 의무 청구.)

무료
(선택적 청구.)

*의무 사항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유효합니다

사용 가능

시애틀 내 매장에서는:
• 일회용 비닐 봉투나 생분해성 쇼핑백 또는 "생분해성", "분해성", "분해 가능"이나 그것과 유사한 문구가
새겨진 봉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용 위생 봉투와 같은 초록색 또는 갈색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인증된
생분해성 봉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봉투의 색깔은 반드시 초록색 또는 갈색이어야 합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나 재사용이 가능한 장바구니는 어떤 크기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 배럴
용량의 대형 종이봉투(882in³ 이상)에는 반드시 최저 종이봉투 비용 5센트가 청구됩니다.
›› 종이봉투 비용은 고객의 영수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종이봉투 비용은 매장에서
소유합니다.
››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형 종이봉투에는 재활용 섬유가 최소 40%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봉투 바깥에
재활용 섬유 최소 함량을 인쇄해야 합니다.
›› 모든 크기의 종이봉투에 대해 재활용 섬유 사용 및 인쇄를 권장합니다.
›› 소형 종이봉투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두께 2.25mil 이상의 비닐 봉투는 재사용 봉투로 간주합니다. 매장은 이러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면제 및 추가 세부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www.seattle.gov/plasticbagban

206-684-3000
SPUBagBan2016

면제 및 안내
면제 항목:

허용되는 봉투

• 주 또는 연방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바우처나 혜택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는 대형 종이봉투 비용 5센트가 면제됩니다.
• 매장에서 대용량 제품용 또는 채소, 육류, 냉동식품, 꽃 및 유사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 봉투는 면제됩니다.
초록색이나 갈색 비닐 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된
생분해성 봉투는 이러한 용도로 허용됩니다.
• 식당에서 조리된 식품을 포장 구매하는 용도로 비닐 봉투나 인증된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육류
대용량 식료품
신문
드라이클리닝
문고리용
포장 구매 식품

• 드라이클리닝, 신문, 문고리용 봉투의 비닐 사용은 허용되지만,

종이봉투

초록색이나 갈색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장 사항:
재사용 가능한 봉투를
선택하세요
• 일회용 봉투는 낭비입니다. 빗물
배수관을 막고, 거리를 더럽히며,
수로를 오염시킵니다. 또한, 비료를
오염시키고 더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의무 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የአስተርጓሚ አገልግሎት ለማግኘት በ 206-684-3000 ይደውሉ።
如需口譯服務請電 206-684-3000。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면 206-684-300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Wixii adeegyada turjubaanka fadlan wac 206-684-3000.
Para servicios de traducción, por favor llame al 206-684-3000.
Para sa serbisyo ng tagapagpaliwanag, tumawag sa 206-684-3000.
Muốn yêu cầu dịch vụ thông dịch xin gọi số 206-684-3000.
자세히 알아보기: www.seattle.gov/plasticbagban

206-684-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