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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State

일회용품 사용 규제법

고객은 일회용품을 요청하거나, 
확인 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은 사업장의 폐기물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들은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또는 일회용 식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편의를 요청하려면, 
생태과(Ecology)로 전화 (360) 742-9874번, 이메일 bagban@ecy.wa.gov 
또는 웹사이트 https://ecology.wa.gov/accessibility로 문의하십시오. 

장애인 지원 서비스 또는 TTY의 경우에는 711번 또는 877-833-6341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에게는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60) 742-987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360) 407-6000  |  ecy.wa.gov/serviceware

나이프, 포크, 숟가
락, 젓가락

칵테일 피크, 스플래쉬 스
틱, 음료용 막대, 빨대

차가운 음료 컵 뚜껑 소스 또는 조미료 패킷, 
향 주머니 또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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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법

•  사업장들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요청 시 고객은 원하는 일회용품을 확인 또는 요청하거나 
사업장의 셀프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회용품 또는 일회용 식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 칵테일 피크, 스플래쉬 스틱, 음료용 막대
• 빨대
• 조미료 패키지
• 차가운 음료 컵 뚜껑

•  일회용품은 고객이 개별 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묶음으로 함께 
포장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식이나 음료를 담기 위한 접시, 그릇, 컵 또는 기타  

일회용 포장
• 뜨거운 음료 뚜껑
• 테이크아웃 포장지
• 의료/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

•  차가운 음료 뚜껑은 드라이브 스루, 대형 스포츠 또는 음악 행사 전문 
개최 장소(최소 수용 인원 2,500명)에서만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RCW 70A.245.080을 검색하여 세부 법규를 숙지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360) 407-6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사전 포장된 
일회용 식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ADA 편의를 
요청하려면, 생태과(Ecology)로 전화 
(360) 742-9874번, 이메일  
bagban@ecy.wa.gov 또는 웹사이트 
https://ecology.wa.gov/accessibility로 
문의하십시오. 

장애인 지원 서비스 또는 TTY의 경우
에는 711번 또는 877-833-6341번으
로 문의하십시오.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
에게는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360) 742-9874번으로 문의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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