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대와 커피 스틱

새로운 요구사항

폐기물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별구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빨대만 제공하는 기업을 지지합니다. 

일부 장애가 있는 고객의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는 기업과 조직이 이러한 고객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 재고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방법

이를 왜 
시행하나요?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 스틱을 금지하면 지역 사회와 수로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 스틱은 지역 내 수로로 쉽게 
날아가고 밀려와 완전히 분해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약속을 실천해보세요

푸드 서비스 산업은 플라스틱 빨대의 주요 공급자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OUR LAST STRAW 연합과 행동하는 기업 및 단체로 이루어진 
성장하는 커뮤니티와 함께 하십시오. 특별구 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고 
ourlaststraw.org에서 #StopSucking으로 서약하십시오.  

준수 제품 및 구내 식품 서비스 용품 요구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doee.dc.gov/foodserviceware

시에서 제정한 재활용 가능 및 분해 가능한 물품 목록에 의하면, 2018년 10월 29일부터 특별구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판매할 때 분해 가능 및/또는 재활용 가능한 빨대 및 커피 스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구 내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종이 - 대나무 - 건초 - 스테인리스 스틸 - 유리 - PLA(BPI 인증)

분해 가능 및/또는 재사용 가능

건초 / 대나무 종이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커피 스틱

느슨하게 개별 포장

시행 
2019년  
1월 1일에 

시작합니다



 
Language 
Assistance 

Si necesita ayuda en Español, por favor llame al (202) 645-6988 para proporcionarle un intérprete de manera gratuita. 
Nếu quý vị cần giúp đỡ về ng Việt, xin gọi (202) 645-6988 để chúng tôi thu xếp có thông dịch viên đến giúp quý vị miễn phí. 
Si vous avez besoin d’aide en Français appelez-le (202) 645-6988 et l’assistance d’un interprète vous sera fournie gratuitement. 
በአማርኛ እርዳታ ከፈለጉ  በ (202) 645-6988 ይደውሉ።  የነፃ አስተርጓሚ ይመደብልዎታል። 
한국어로 언어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202) 645-6988 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통역이 제공됩니다. 
如果您需要用（中文)接受幫助，請電洽(202) 645-6988 將免費向您提供口譯員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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