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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 면제는 2019년 4월 22일로 마감된다.  

몆몆 제품들은 친환경 포장재 조례에서 면제 되었었다. 면제 조치는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재 조례 요건에 못

미치는 제품들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면제 대상 제품들:  

• 뜨겁거나 차거운 액체 (수프 등)를 담는폴리에틸린 (PE)으로 코팅된 종이 컵과 용기, 그리고  

• 위의 용기에 사용되는 단단한 폴리스티렌 뚜껑.  이 뚜껑에는 분리배출 마크안에 숫자 6이 표시되어 있다.  

미네아폴리스 환경보건국은 제품 면제권을 2019년 4월 22일로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에 면제가 종료됨에 의거하여 사업체들은 현 재고들를 사용하고 판매업자들과 함께 친환경 포장재 조

례 요건에 맞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조치는  2014년 친환경 포장재 조례가 개정

되었을 때 사용한 교육적 방법과 동일하다.  

조례의 핵심 요구 사항 
친환경 포장 용기 조례는 즉각적인 소비와 외부 반출을 위해 준비 된 음식 및 음료가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에 

담겨져야함을 요구합니다. 재활용 할 수있는 재료는 반드시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퇴비 가능한 플라스

틱은 반드시 퇴비화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2015 년 4 월 22 일 (지구의 날)에 발효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준비된 음식을 제공하거나 나누어 주는 모든 사람, 기업, 이벤트 또는 개인등입니다. 

이것은 모든 레스토랑, 식료품점 델리, 식품 트럭 및 기타 이동식 업체, 임시 혹은 단기 및 계절 음식 공급 업

체등을 포함합니다. 

포장이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소비를 위한 제품을 포장하는데 쓰이는 식품 이나 음료 캔, 병, 용기들로 유리잔, 컵, 접시, 음식을 

담는 상자 및 음식을 담아 갈 포장 용기를 포함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퇴비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조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www.minneapolismn.gov/GreenToGo 

플라스틱: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은ASTM 표준 사양 D6868의 조건을 

갖추거나 BPI 또는 Cedar Grove에 의해서 퇴비화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은것이어야 합니다. 



혼동을 줄 수 있는 포장재 

친환경 포장 용기의 조건을 갖

추지 못한 포장재에 주의하십

시오.  

혼동을 줄 수있는 용기는 베이

지 색이며 퇴비화 가능

한 용기와 유사합니다.  

만일 그 용기에 표시된 

기호가, 쫓아가는 모양으로 연

결된 세 개의 화살표 (아래 참

조) 안에 숫자 육이 있는 것이

라면 그 용기는 폴리스티렌입

니다. 이 용기는 친환경 포장 

용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것

입니다. "green alternative (친

환경 대체물)", "degradable 

(분해할 수 있는)", 

"biodegradable (환경  친화적

으로 분해하는)" 및 

"sustainably sourced (지속 

가능하게 조달된)"과 같은 용

어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 제

품이 친환경 포장 용기의 조건

을 갖추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 

해당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제

품 : 

• 작은 칼, 포크 및 숟가락  

• 빨대 

• 젓는 막대 

• 제조업체, 생산자 또는 

유통 업체에 의해 사전에 

포장된 식품 

• 두께가 10 mils 미만인 플

라스틱 필름  

면제 대상 업체 

• 미네아폴리스 시, 다른 도

시 또는 주에서 허가 받은 

외식 업체.  

• 병원 및 양로원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체는 사업장 앞에 유기물 수거용 쓰레기통을 구비해 놓아야 합니까? 

만약 사업체가  퇴비화 가능 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면, 유기물 수거용 

쓰레기통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퇴비화 가능한 종이만 사

용한다면, 유기물 수거용 쓰레기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이 친환경 포장 용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ASTM 표준 사양 D6868의 조건을 갖추거나 BPI 또는 Cedar Grove에 의해

서 퇴비화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은 용기는 친환경 포장 용기 조건을 갖춘 것 

입니다. 제품에 대한 질문은 공급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한 질문?  
311에 전화하거나 www.minneapolismn.gov/GreenToGo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헤네핀 카운티) 지원  

무료 
• 지원 및 교육 

• 상표 라벨, 표지판 및 기타 교육 자료 

다음과 관련하여 사업 보조금 $50,0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재활용, 유기물 및 폐기물 방지 프로그램 시작 혹은 개선 

• 쓰레기통이나 기타 관련 장비 구매 

• 새로운 재활용 또는 유기물 운반 서비스 비용 

• 하역장 및 폐기물 용기 인클로저 (울타리를 친 장소) 개선  

기타 자세한 내용 (그리고 헤네핀 카운티 연락처 정보)는 
www.hennepin.us/businessrecycling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  

• 경질 폴리스티렌- 아무 색깔 플라스틱 표시된 것  

• 발포 폴리스티렌 (일반적으로 상표명 스티로폼으로  

      알려짐) 

311에 전화하거나 www.minneapolismn.gov/GreenToGo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Health Department (보건부)

의 Food Establishment News (식품 업체 소식 )을 구독 신청하십시오.  

“subscribe (구독 신청)”이라고 제목란에 써서 Food@minneapolismn.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or alternative formats please contact the Minneap-
olis Health Department at (612) 673-2301 or health@minneapolismn.gov. People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can use a relay service to call 311 at (612) 673-3000. 
TTY users call (612) 673-2626. Para asistencia (612) 673-2700  
Rau kev pab (612) 673-2800 - Hadii aad Caawimaad u baahantahay (612) 673-3500. 

http://www.hennepin.us/businessrecyc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