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FAQ)

컬럼비아 특별구

소매용 스티로폼 금지

DC 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발포
폴리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으로 만들어진
특정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제공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1년 1월 1일: 소매용 스티로폼 판매 금지 시행 및 정기적 점검
실시.

2021년 7월 1일 DC, 스트로폼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소매업체들 대상
벌금 부과 시작, 벌금액 $100-$800 범위.

자주 묻는 질문(FAQ)
 컬럼비아 특별구는 왜 스티로폼 제품들을
금지했나요?

 스티로폼 금지를 시행하는 관할 구역은
오직 DC 하나인가요?

스티로폼 금지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어류와 야생 동물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트랜드를 비롯하여 미국 내 100개가 넘는

자라고 번식할 수 있는 건강한 서식지가 되도록 DC의 수역을

관할 구역들이 일정 형태의 스티로폼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들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티로폼

저희의 이웃 관할 구역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와 아나코스티아

쓰레기는 보기 흉할뿐 아니라 DC의 수역, 야생 동물, 그리고 시민들의

강 경계선에 있는 메릴랜드 조지스 카운티도 2016년에 발효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스티로폼 금지법을 통해 쓰레기 감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아나코스티아 강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쓰레기 종류중 하나입니다.

메릴랜드는 이러한 금지법을 도입한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티로폼은 무게가 가벼워, 바람이나 비에 의해 도로와 인도에서

관할 구역들의 금지법에는 DC와 유사한 스티로폼 소매 판매 금지 및

빗물 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는 곧장 강과 하천으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게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스티로폼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DC의 수역을 오염시키며, 이 조각들과 여기 붙은 독소가 먹이 사슬에
진입하게끔 합니다.

 소매용 스티로폼 금지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나요?
2014 친환경 DC 옴니버스 수정법(Sustainable DC Omnibus Amendment
Act of 2014, 이하 법)은 음식을 제공하는 DC 사업체 및 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고 알려진 발포 폴리스타이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식기류와 아이스박스 및 쿨러와 같은
저장 용기, 그리고 패킹 피넛(packing peanut)과 같은 포장 충전재
등의 특정 스티로폼 제품들에 대한 소매 판매를 금지하는 본 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스트리폼 금지를 소매 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DC 내 스트로폼의 판매와 소비를 한층 감소시켜줄 것입니다.

이 스티로폼 소매 판매 금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DC 내 모든
상점 및 소매 업체로,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식료품점

•

약국(드럭 스토어)

•

할인점

•

스포츠 용품, 파티 용품 소매점 등의
전문점

•

인쇄 및 배송
서비스 매장

 어떤 제품들이 판매 금지 대상인가요?
스티로폼 소매 판매 금지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발포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든 제품들이 포함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컵, 접시, 그릇, 투고용 컨테이너(clamshells)를
포함한 식기류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및 쿨러와 같은 저장용기 패킹 피넛 및 기타 스티로폼 충전재와 같은 포장
재료

 금지된 스티로폼 제품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금지된 제품인지 확인하시려면 압출, 발포, 또는 팽창 폴리스타이렌이나 합성수지 식별 코드 #6이라고 표기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폴리스타이렌으로 식별되는 단단한 #6 플라스틱은 본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스티로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은 무엇인가요?

일정 스티로폼 롤러나 포장 삽입재들을 포함해 어떤 스티로폼 포장 제품들은 발포 폴리스타이렌으로 제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본
법에 의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금지법은 스티로폼 상자에 든 달걀이나, 스티로폼 컵에 든 컵라면, 또는 보호용 스티로폼에 포장된
깨지기 쉬운 제품들과 같이, DC 외부에서 이미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후 배송된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티로폼 금지법 단속은 어떻게 실행되나요?

에너지 환경부(DOEE)가 무작위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시민의 제보에도 대응합니다. 법 준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DOEE는
2021년 1월 1일 금지법이 발효된 후부터 경고를 발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DOEE는 스티로폼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소매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금지된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업체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DOEE의 신고 전화 또는 DC의 311 웹사이트 혹은 앱, 또는전화 ((202) 671-0080)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DOEE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게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202) 671-0080 DC의 스티로폼 금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oee.dc.gov/foam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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