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www.RecyclingRulesAC.org/request-assistance  (510) 891-6575

실내 쓰레기통 지침 및 작업 진행표  
세 단계로 간단히 재활용 스테이션 설치하기  

장소  
(예를 들어 부엌, 버스 정거장, 휴게실, 사무실, 고객 
서비스 구역 등)

재활용 쓰레기통 유기물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

보유 개수 필요 개수 보유 개수 필요 개수 보유 개수 필요 개수

예: 주방 준비 구역  0 1 0 1 1 0

쓰레기통 합계

필요한 표지판 합계 (쓰레기통당 한 개)
“보유 개수”와 “필요 개수” 합계 

필요한 스티커 합계 (쓰레기통당 두 개)
표지판 합계에 곱하기 2 

1단계: 필요에 대한 평가
작업 흐름을 검토하여 부엌과 고객 서비스 구역을 포함하여 쓰레기가 생성되는 장소를 파악합니다. 아래 표에 각 장소마다 
설치된 쓰레기통 개수나 필요한 개수를 적습니다. 각 스테이션엔 재활용, 유기물, 일반 쓰레용으로 된 세 개의 쓰레기통 한 
세트가 필요합니다. 쓰레기통 “하나”만 두지 마세요! 각 쓰레기통에 대해 표지판 한 개와 스티커 두 개도가 필요합니다. 표를 다 
채운 후 필요한 쓰레기통, 표지판, 스티커 개수의 합계를 구합니다. 

앨러미다 카운티 폐기물 관리 

당국 (ACWMA) 의무적 재활용 

법령 2012-01에 의거하여 

사업장은 재활용 및 퇴비 가능 

물질 (유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이 

실제적인 지침은 잘 계획된 

재활용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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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필요한 재료 모으기
앨러미다 카운티 폐기물 관리 당국(ACWMA)은 다양한 무료 자원을 제공하여 앨러미다 카운티 내 사업장이 재활용을 올바로 
실행하고 재활용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내 쓰레기통 (스테이션당 3개)
1단계에서 확인한 “필요 개수”를 검토하여 각 재활용 스테이션을 위해 구입해야 할 
쓰레기통의 크기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청소 장비 공급 업체 다수가 실내용 쓰레기통을 판매합니다. StopWaste는 Starline 
Supply 및 Cole Supply와 제휴하여 무료 실내 음식물 쓰레기통 프로그램*을 위해 
유기물 쓰레기통을 제공합니다. 두 업체는 모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재활용 
쓰레기통 및 일반 쓰레기통도 취급합니다.             

Starline Supply Company www.StarlineSupply.com (888) 362-5326 
Cole Supply www.ColeSupply.com (800) 762-2653

올바른 쓰레기 봉투 선택하기 
봉투 종류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거주 도시의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쓰레기 봉투 목록을 보시려면  www.RecyclingRulesAC.org/bags 를 
방문하세요. 각 쓰레기통에 사용할 봉투를 구매하세요. 쓰레기양을 줄여서 봉투 
사용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벽 표지판 (스테이션당 세 개)
재활용 스테이션 벽 앞에 각 쓰레기통 위 눈높이에 맞게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표지판은 해당 장소에서 생성되는 쓰레기 종류를 잘 보여 주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역 특성별로 적합한 표지판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표지판을 주문 제작하거나 www.RecyclingRulesAC.org/sign-maker 에서 
사전 제작된 표지판을 다운로드하세요.

스티커 (쓰레기통당 두 개)
모든 쓰레기통이 이 사진에 나온 무료 스티커와 같은 스티커로 명확히 분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쓰레기통 방향이 바뀔 경우에 대비해 적어도 두 면에 라벨을 붙입니다.     

1단계에서 파악한 수량에 맞춰 www.RecyclingRulesAC.org/request-stickers 
에서 무료 스티커를 주문합니다.

*무료 실내 음식물 쓰레기통을 신청할 경우, 허용된 제품 목록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승인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무료 녹색 쓰레기통을 선택하는 대신, 동일한 순서로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통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www.RecyclingRulesAC.org/containers 로 가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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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재활용 스테이션 설치 
1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식별해 두었던 각 폐기 장소에 쓰레기통을 세트로 설치하여 재활용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기본 스테이션 고급 옵션

동일한 공간, 더 많은 쓰레기통 협소한 공간

색상으로 코드화된 쓰레기통을 모으고, 방향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두 면에 스티커로 라벨을 
붙입니다. 눈높이에 맞게 표지판을 부착해 각 
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쓰레기를 표시합니다.     

쓰레기통 세 개로 이루어진 스테이션이 
쓰레기통 한 두 개로 이루어진 이전 
스테이션보다 공간을 더 차지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두 스테이션 모두 비슷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용 재활용 스테이션은 왼쪽 스테이션처럼 
단순할 수도, 위의 스테이션처럼 설계 요소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재활용 스테이션을 설치하려면, 
사무실 공간에 딱 맞는 측면 걸이식 쓰레기통을,  
좁은 휴게실에는 얇고 긴 쓰레기통을 
선택하세요.           

전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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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새로운 (혹은 향상된)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직원과 관리인 모두를 새 스테이션 설치 및 진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일자를 정하고 나서, 아래 나온 활동 중 적어도 하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모든 직원과 관리인을 개별적으로  (혹은 교대 근무 조에 따라 그룹으로) 만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가 노트 

팁: 팁:어떤 봉투를 사용해야 할지와 내부 
쓰레기통에서 옥외 쓰레기통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올바로 이송하는 방법을 직원과 
관리인에게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맞춤 
지침을 제작해야 합니다. 시작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직원의 왕래가 많은 구역에 게시합니다. 자체 
버전을 제작하려면  
www.RecyclingRulesAC.org/bags-to-bins 
를 방문하세요.   

시작 활동:  

  개별 훈련 혹은 행사

  상세 내용 이메일 발송

  인쇄된 정보 게시 및/혹은 직원 수신함에 배치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시간

장소

행사 상세 내용:

20200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