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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및 식기류 요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SPU 친환경 기업 프로그램으로  
지원에 대해 문의해 주십시오. 

2018년 7월 1일부로, 시애틀 소재 식음료 업체에서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빨대 및 식기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팁 및 권장 사항:

  식음료 업체가 신체적 또는 의료적 상태가 있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주름 빨대를 계속 제공할 것을 권합니다.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이 주름 빨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음료 업체가 가능하다면 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요청 시 고객들에게 분해성 
빨대와 식기류만 제공하며, 이때 디스펜서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포장재는 
낭비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소재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세요. 올해 SPU의 주요 목표는 식음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과 교육 제공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시행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준수를 위한 세부 단계 확인을 위해 준수 보고 문서가 필요하시면, 친환경 
기업 프로그램(Green Business Progra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예외:

일체의 일회용 식기류에 대해 자연 분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현재 다음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주름(
구부러지는) 빨대가 필요한 고객과 분해성 종이 주름 빨대가 
적합하지 않은 고객이 그 대상입니다. 그 외의 고객에 대해서는 
자연 분해 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음료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걸쭉한 음료에 필요 시 사용하기 위해, 
자연분해 되지 않는 것으로 식별된 일회용 긴 손잡이형의 두꺼운 플라스틱 소다 스푼 

  햄버거나 부리토 같은 뜨거운 음식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금속 호일, 금속 호일면이 
있는 종이, 가공 합성된 종이

  식음료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뜨거운 음식을 담기 위해 사용하거나 뚜껑이 
필요한 경우, 자연분해 되지 않는 것으로 식별된 포션 컵(2개 온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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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Waste Branch
Commercial Composting & Recycling
700 5th Avenue, Suite 4900
PO Box 34018
Seattle, WA 9812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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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분해성 종이 빨대 및 분해성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분해성 식기류

  2010년 7월 1일부터 식음료 업체는 매장 내부와 외부에서 섭취할 음식을 1회용 
식기류에   담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 년 7월 1일부로 빨대 및 식기류에 대한 임시 예외 규정이 만료됩니다. 일회용 
식기류에  대한 금지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식기류에 대한 금지 *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분해성 대체 품목은 허용됩니다. 승인된 분해성 제품은 지역의  처리 시설에서 
테스트하여 승인한 포장재 및 식기류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주름 빨대는 의료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필요한 고객에 대해 허용됩니다.

시애틀 식기류 사용 요건 요약:
팁, 도구  
및 예외  

사항은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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