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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포틀랜드의 새로운 

일회용 플라스틱 

정책 발효 시기  

2019년10월1일

포틀랜드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정책

정책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포틀랜드 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 휘젓개, 
음식도구 또는 개별 포장된 양념을 고객의 주문에 
더 이상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포장 판매 또는 
배달 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여기 품목들은 
고객의 요청 시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매 식품, 음료 회사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패스푸트 식당, 푸드 
카트, 술집/커피 숍, 식료품점, 편의점, 호텔/모텔, 
급식업체 및 식품 서비스 계약자 등이 이에 적용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www.portlandoregon.gov/bps/reduceplastic 

고객을 위한 공지 간판을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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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정책 
자주 묻는 질문

이 품목들을 셀프 서비스 구역에 놓을 수 있습니까?
플라스틱 포크, 스푼 및 나이프는 고객 셀프 서비스 지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 휘젓개 및 개별 
포장된 양념은 놓을 수 없고 항상 카운터 뒤에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 테이크 아웃, 드라이브스루 또는 배달은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빨대, 휘젓개, 음식도구 또는 개별 포장된 양념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해당 문구를 
비즈니스 용도로 추가해주십시오. 고객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품목을 제공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비가 가능한” 플라스틱은 어떻습니까?
“퇴비가 가능한” 플라스틱도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연 분해성”, “퇴비용” 또는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빨대
일부의 장애인은 플라스틱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기가 
어렵거나 못 마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완전히 
감축하기를 바라지만 요청 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소량의 
물품은 가지고 있도록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 
www.portlandoregon.gov/bps/reduceplastic 
503-823-7202
wasteinfo@portlandoregon.gov

지속가능성 관리국은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 수정, 번역, 통역 또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503-823-7700으로 
연락하거나, CityTTY 503-823-6868, 또는 오리건 릴레이 서비스 71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