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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부터, 필라델피아 소매 업소는 시     
법규에 따라 일회용 비닐 봉지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종이 봉지를 반출 또는 배달용으로 고
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비닐 봉지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품목 중 하나입니
다.

재활용 가능 봉지로 쇼핑을 하면 폐기물과 쓰레기를 
줄여 우리 시의 거리와 수로를 깨끗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2021년 7월 31일까지 
고객들에게 금지 조치를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해야  
하고, 비닐 봉지 및 부적합 종이 봉지에 대한 금지 조치
는 2021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금지 조치 관련 상
세 내용 및 사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본 안내문 뒷면
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phila.gov/plastic-bag-ban

일회용 비닐 봉지 

최소 40%의 
PCR(폐플라스틱 재활용) 
물질로 제조한 종이 봉지

나일론, 면, 직물,                       
폴리에스테르, 직조 플라스틱 
또는 복수의 재사용 용도로 디
자인 및 제조된 기타 소재로 만

든 재사용 가능 봉지 

40%

금지 품목

허용 품목

필라델피
아비닐 
봉지 금지 
조치
2021년 10월 1일 발효

2 PLEASE KEEP THIS BAG, AND ALL PLASTICS BAGS, AWAY FROM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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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적용 대상은? 금지 조치는 반출 품목(음식, 의류, 가정용품 등) 및/또는            
배달용으로 봉지를 제공하는 필라델피아 내 모든 소매 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러한 사업체에는 식품 또는 기타 제품을 일반 대중에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실
내 또는옥외 업소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일반 상점, 휴게소, 
백화점,의류 매장, 식당, 푸드 트럭, 파머스 마켓 및 배달 서비스는 포함되나   
드라이클리닝 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지 품목은? 금지 조치로 인해 소매 업소는 반출 또는 배달용으로 다음 유형의
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모든 일회용 비닐 봉지(블로운 필름 압출 공정을 통해 제조된 모든 비닐  
봉지 또는 두께 2.25밀 미만의 비닐 봉지)

• PLA(폴리유산) 또는 블로운 필름 압출 공정을 통해 제조된 기타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든 봉지

• 최소 40%의 재활용 물질을 함유하지 않고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종
이 봉지

• 금지 제외 품목은?

• 최소 40%의 재활용 물질을 함유하고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는 종이 봉지

• 나일론, 면, 직물, 폴리에스테르 또는 복수의 재사용 용도로 특별히 디자인
및 제조된 기타 소재로 만든 재사용 가능 봉지

• 블로운 필름 압출을 통해 제조되지 않고, 두께 2.25밀 이상이고, 복수의    
재사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및 제조된 재사용 가능 비닐 봉지

• 승인된 종이 봉지의 기술 상세 사항은? 승인된 종이 봉지는 반드시:

• PCR 물질을 최소한 40% 함유해야 합니다

• 노숙 섬유(old growth fiber)를 함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시성이 높은 방식으로 “  재활용 가능(Recyclable)” 또는 “  
재활용 물질함유(Recycled Content)”  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봉지의 
제조업체 이름과PCR 물질 함유율을 읽기 쉬운 글꼴 크기로 라벨링해야 합
니다.

• 봉지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예, 봉지는 판매자 재량으로 무료로제
공하거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내판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1년 7월 31일부터, 소매 업소는 일회용 비닐    
봉지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종이 봉지는 2021년 10월 1일 자로 해당 업소에
서제공하지 않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판을 모든 판매 지점(POS)에 게시해
야합니다. 또한 안내판에는 반드시 금지 대상이 되는 봉지 및 구매 유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hila.gov/plastic-bag-ban에서 복수의 언어로 제공되는 
인쇄용표지판을 다운로드하십시오.

• 기존의 봉지 재고는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의 일회용 비닐 봉지와부
적합 종이 봉지 재고는 반드시 2021년 10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준수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부
적합 봉지 사용이 적발된 사업체는 서면 경고만 받게 됩니다. 2022년 4월         
1 이후에는 시에서 위반 고지서(violation notice)를 발부하고, 여기에는          
최소한 75달러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조례 위반 시 각 건마다 별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체가 조례를 반복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위반하는 경우, 시에
서는해당 건을 법정으로 가져가 판사에게 추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봉지는 예외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매 업소 내에서 고객이             
부패하기 쉬운 품목을 해당 업소
의 판매지점(POS)까지 가져가는 
데 사용하는 봉지(대용량 품목, 육
류, 생선, 비포장 조리 식품, 베이
커리 제품, 꽃, 화분 식물 또는 유
사 품목을 포장하거나 담거나 싸
는 데 사용하는 봉지 포함).

• 드라이클리닝 봉지

• 쓰레기 봉지로 사용할 용도 또는
애완동물 쓰레기 또는 정원        
쓰레기를 담는 용도의 복수의 봉
지가들어 있는 패키지로 판매되
는 봉지

재사용 가능한 봉
지를 가지고 쇼핑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일회용 봉지는 낭비적입니다.    
일회용 봉지는 거리를 더렵히고,  
배수구를 막고, 수로를 오염시키고 
쓰레기 매립지를 더 확대기 십상입
니다. 우리 시를 폐기물과 쓰레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객들이 쇼핑
할 때 재사용 가능 봉지를 사용하도
록 권유해 주십시오.

위반 사업체 신고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를   
신고하려면 3-1-1번으로 전화하거
나 phila.gov/311을 방문해      
Philly311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