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체 대상 비료화 처리 및 분리배출 의무 법규
알라미다 카운티

1.

2.

3.

사업체는 폐기물 처리 서비스 외에 유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

20갤런 이상의 유기물(음식물 찌꺼기, 비료화 가능 지류, 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유기물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Self-haul, back-haul,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 분리수거 업체과 계약한
사업체는 반드시 이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www.RecyclingRulesAC.org。

•

수거용기와 서비스는 수량, 크기, 수거 빈도가 반드시 충분해야 합니다。

NO MERGING
RECYCLING AND COMPOSTING
IS MANDATORY

사업체는 폐기물을 반드시 알맞은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찌꺼기, 비료화 가능 지류, 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유기물 수거용기를
이용해 배출해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반드시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이용해 배출해야 합니다: 골판지,
신문지, 흰 종이, 혼합 재활용 종이, 음식 및 음료용 재활용 가능 유리 용기, 음식
및 음료용 금속(알루미늄, 스틸) 용기, 페트(#1) 및 HDPE(#2) 플라스틱 병。

•

유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쓰레기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수거용기는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체는 직원, 임차인, 도급업자에게 본 법규 및 비료화 처리,
분리배출 요령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지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거 14일 이후나 퇴거 14일 이전에 비료화 처리 또는 분리배출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거 및 퇴거 시 규칙에 관해서도 고지받아야 합니다。

주의： 본 법규 위반 시 소환장이 발부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블린 시 내에서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 비료화 처리
및 분리배출 법률이 적용됩니다.

FREE INDOOR
FOOD SCRAP BINS

무료 지원 서비스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무료 서비스 및 자료가 제공됩니다。

• 현장 지원
• 교육
Up to $500 per approved site.

APPLY ONLINE

ACWMA ORDINANCE 2012-01

• 기호
• 스티커

• 실내용 녹색 쓰레기통
• 연간 알림 템플릿

무료 지원 서비스 또는 자료 요청은 510-891-6575에 전화해 전화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기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RecyclingRulesAC.org

RecyclingRulesAC.org

(510) 89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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