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찌꺼기

커피 찌꺼기, 여과지 티백채소

음식물 오염 종이

식물 및 정원 쓰레기

기름진 피자 박스

음식물 + 분해 가능 물질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 카트에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은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용기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파스타, 쌀

분쇄된 종이
(정원 쓰레기와 섞인 것 포함)

분해 가능한 용기

달걀 껍질, 견과 껍질

코팅되지 않은  
음식물 오염 종이

과일

종이 봉투, 타월, 냅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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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팁(다음 페이지)4

카트에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와 관련한 문의사항? 

가든 핫라인으로 전화 
(206) 633-0224 

또는 웹 사이트 방문 
www.seattle.gov/util/foodwaste

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야 하나요?
쓰레기 감소: 시애틀 거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1/3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퇴비로 활용하여 지역 
공원이나 정원의 토질을 개선합니다. 

환경: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는 매탄을 만들어내이산화탄소보다 22
배 강한 온실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카트에 담아 
배출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배관이 막혀 수리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카트에  
배출해 주세요. 에너지와 물도 함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규: 도시 법규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거주민용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 카트를 이용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껍데기, 뼈

빵, 곡물

플라스틱, 비닐봉지,  
금속, 유리,  

가축 배설물 배출 금지.

꽃, 분재 화초 잎, 가지, 잔디 조각

육류, 어류, 유제품



시애틀의 모든 거주 시설에서는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 배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트에 배출된 쓰레기는 주단위로 수거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간편하게 따로 모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저장
갈색의 일반 종이 봉투나 승인된 분해 봉지에 음식물 찌꺼기를 저장합니다. 다 채워진 봉투는 그대로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 카트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분해 봉지 종류는 www.seattle.gov/util/
foodwast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점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용기에 저장
밀폐 뚜껑이 있는 용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저장합니다.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 카트에 
내용물을 비운 후 용기를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 활용
음식물 찌꺼기를 신문지에 싸서 그대로 카트에 배출합니다.

냉장고에 저장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냉동고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 카트에 배출합니다.

커버 사용
카트에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할 때에는 음식물 오염 종이나 
분쇄된 종이, 신문지 또는 정원 쓰레기에 잘 싸서 냄새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쓰레기 저장 팁
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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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분해 봉지는  

식물 성분으로  

제조됩니다.  

카트에 비닐봉지 배출 금지—음식물 
분해를 방해합니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