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안내

1회용품의 정의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제가 주변에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1회용 봉투 사용도 줄이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가세요.
※조금의 번거로움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가세요.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세요.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 · 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하세요.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 · 접시 · 용기
사용억제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비고

- 종이컵은 제외
- 이쑤시개를 출입구에 놓고 별도의 수거용기비치 사용가능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됩니다.

* 2019.1.1. 개정사항 *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단,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다른제품에 묻을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제외

예외사항
혼례 · 회갑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외부 반출용 도시락용기는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
용해야 합니다.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 재질의 용기라 하더라도 용기양면을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되어서는 안됨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
수지나 양면 코팅된 종이 등의 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장업
적용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 1회용 칫솔 · 치약
무상제공 금지

비고

카운터 등에 “유상제공”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숙박료 및 목욕료와 별도로

- 1회용 샴프 · 린스

계산 후 지급합니다.

- 1회용 면도기

식품제조 · 가공업/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
준수
사항

구분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 하는 식품제조 ·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비고

백화점, 대형점 등에 입지한 업소는 1회용 합성
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예외사항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m2 이상의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밖의 대규모점포 )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 봉투 판매 후 계산서에 별도로 봉투가격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억제

1회용 봉투·쇼핑백

(물건값에 봉투값 포함 및 허위기재시 불인정)
-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금액으로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한 안내문을 매장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예외사항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
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속비닐)

도매 및 소매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단,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속비닐은 사용가능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광고용스티커, 명함등 업소비
치 및 배포 안됩니다.

* 2019.1.1. 개정사항 *
165m2 이상 슈퍼마켓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단,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
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속비닐) 은 제외

기타
업종

테이크아웃점(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

종이컵은 사용가능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 (라미네이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교육서비
스업 중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공연산업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된 경우
1회용 광고선전물

※100%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가능
-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됩니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예외사항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Copyrights (c) 영암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