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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시설 이행 권고

California Assembly Bill 12761이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일회용 포장용품 및 양념과 관련해 주
전체에 적용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요약된 주 전체에 적용되는 요건은 대부분의 식당, 식품
트럭, 출장 요리, 임시 음식 업체, 자동판매기 및 소매 단계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기타 식품
시설에 적용됩니다(적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13789 참조).

정의
• “일회용 포장용품”이란 포크, 칼 숟가락, 포크 숟가락, 젓가락, 조미료 컵 및 포장, 빨대, 교반기, 마개 및
칵테일 스틱을 포함해 조리된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일회용품을 의미합니다.

포크, 칼, 숟가락,
포크 숟가락

젓가락

조미료 컵 및 포장

빨대

교반기

마개

칵데일 스틱

• “기본 양념”이란 케첩, 겨자, 마요네즈, 간장, 핫소스, 살사소스, 소금, 고춧가루, 설탕 및 설탕 대용물(예:
Equal®, Splenda™, Sweet ‘N Low® 등)을 포함해 렐리시, 향신료, 소스, 사탕류 또는 추가 준비가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준비 후 음식 위에 뿌리는 양념을 포함합니다.

케첩, 겨자, 마요네즈,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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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소스, 살사소스

California Assembly Bill 1276 (Carrillo) (2021-2022), 일회용 포장용품 및 기본 양념.

소금, 고춧가루,

설탕, 설탕 대용물

일반 요건
1. 일회용으로 포장된 일회용 포장용품 및 기본 조미료는 고객이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또는 음식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쓰루 고객에게
일회용 포장용품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쓰루 고객에게는 기본 양념을 원하는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a.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 포장용품은 한 번에 하나만 나오는 리필이 가능한 셀프 서비스
디스펜서에서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기본 양념은 리필이 가능한 셀프 서비스 디스펜서(개별 포장 또는 대량 펌프)에서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으로 포장된 일회용 포장용품 및 기본 양념은 특별히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예를 들어 고객이 포크를 요구하는 경우, 포크는 칼과 숟가락을 함께 가지고
가야하는 방식으로 포장될 수 없음).
3. 식품 시설에서 조리된 음식을 위해 제삼자 배달 플랫폼(예: DoorDash, Grubhub 및 UberEats)을
이용하는 경우, 식품 시설은 이용 가능한 일회용 포장용품 및 기본 양념 목록을 포함하는 메뉴를 마련해야
하고 고객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식품 시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면제
• 특정 교정 시설, 면허가 있는 건강 관리 시설, 면허가 있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서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면허가 있는 거주 관리 시설 및 공립 및 사립 학교 매점은 California Assembly Bill 1276에서
면제됩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자원법(California Public Resources Code) 섹션
42273을 참조).

이행
주 법에 따르면 City of Laguna Woods 는 California Assembly Bill 1276의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처음 및 두 번째 위반하는 경우, 위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세 번 이상 위반하는 경우 연 최대
$300까지 일일 벌금 $25가 부과되는 제제를 받습니다.
(California Assembly Bill 1276; 시 결의안(City Resolution) 번호.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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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행 권고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전체 내용이 아니며 법적 조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이행 권고에 있는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귀하의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이행 권고에 있는 정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벌금 및 기타 정보는 고지 없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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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4 El Toro Road
Laguna Woods, CA 92637
(949) 639-0500 • TTY (949) 639-0535
www.cityoflagunawoods.org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경우,
(949) 639-0500번을 이용해 시의 계획 환경
서비스부로 연락하거나
cityhall@cityoflagunawoods.org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