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규정 #SPU – DR-01-08 
커브 및 공공 골목길에 임시 쓰레기, 재활용 및 퇴비용 쓰레기 통 및 쓰레기 봉투 

배치 및 반입 
 

제안 규정 내용: 
 
1.0 서론: 
SMC 15.04.010 조항은 공공 장소를 골목길, 식수지 또는 인도로 장기간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거리 사용 허가증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공 장소 
“사용”은 고객들이 쓰레기 또는 재활용 페기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커브나 인도에 
임시로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규정은 SMC 21.36.080 조항을 준수합니다. SMC 
21.36.080 B 조항은 쓰레기 통을 “수거 전 적절한 시간 내”에 비치하고 “수거 후 적절한 
시간 내”에 들여가는 한에서 인도나 골목길 및 식수지에 비치를 허용합니다.  
 
용기는 주민들이나 사업체들이 버리는 쓰레기, 재활용 혹은 유기농 쓰레기(정원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12, 20, 32 갤론 쓰레기 통, 바퀴 달린 32 -96 갤론 상업용 
카트, 1- 20 야드 분리통, 대형 쓰레기 수납기 또는 정원 쓰레기 더미를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 제약된 쓰레기 수거 전후 정해진 시간은 시와 계약을 맺은 모든 쓰레기, 재활용 
및 퇴비용 쓰레기(정원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맺지 
않은 사설 수거 서비스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에서 거리 사용 허가증을 
받은 공공 장소에 쓰레기 통을 비치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 쓰레기 수거 전후 “적절한” 시간 내에 커브사이드와 공중 골목길에 쓰레기 통 배치 
및 반입 
 
주택용 및 상업용 쓰레기 통, 바퀴 달린 카트 및 분리통: 쓰레기 또는 재활용 및 퇴비용 
쓰레기가 담긴 주택용 및 상업용 쓰레기 통, 바퀴 달린 카트 및 분리통(또는 대형 
쓰레기 수납기)은 시와 계약을 맺은 수거차들이 정한 수거일의 24시간 전까지 임시로 
커브사이드, 식수지 또는 공공 골목길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들은 수거 후 
24시간 내에 고객들이 각 건물 대지 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정원 쓰레기 더미도 정해진 
수거일의 24시간 전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통, 바퀴 달린 카트 또는 
분리통 이외에 추가로 부패가 쉬운 쓰레기가 담긴 용기들은 커브사이드, 식수지 또는 
공공 골목길에 수거 3시간 전에 배출해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쓰레기가 담긴 봉투일 
경우에는 수거 전날 밤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대지 내에 용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커브사이드, 식수지 또는 공공 골목길에 쓰레기 통, 바퀴 달린 카트 및 분리통을 영구 
비치할 수 없습니다. 건물 내에 보관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항상 뚜껑을 잘 닫고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며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골목길 가에만 
보관될 수 있습니다. 지명된 SPU 책임자가 공중 우선 통행권 상에 보관 장소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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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 수많은 시내 및 지역의 상업 지역 공공 골목길에 고형 
쓰레기 대형 수납기가 영구 비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소들은 비공민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며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부추깁니다. Pioneer Square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많은 상업 고객들은 골목길에 
비치한 대형 쓰레기 수납기를 빈번히 수거하는 선불 쓰레기 봉투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공공 골목길을 만드는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선불 쓰레기 봉지 제도는2009년 3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시와 계약을 맺은 두 곳의 수거 

회사를 통해 시행됩니다. 지정된 상업 지역 내 사업체, 아파트, 콘도 등은  민영 소유지에 

쓰레기 컨테이너 보관 장소가 있거나 자신이 직접 시의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를 

운반할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고객의 소유지 내에 쓰레기 

컨테이너를 보관할 공간이 없을 경우, 9조항 내 조건에 해당되는 특정 물질을 수거하는 

데는 카트가 사용 되겠지만, 시의 계약 회사 및 사설 재활용 회사들이 재활용 및 퇴비용 

물질 (음식 찌꺼지, 음식물이 배인 종이, 정원 쓰레기)을 수거할 선불 쓰레기 봉지를 

따로 제공할 것입니다.  
 
4.0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상업 지역: 지정 상업 지역은 지명된 SPU 
책임자가 지정하는 현재 또는 향후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2009년도에는 최소한 다음 지역이 포함됩니다. 

1) 시내 (Belltown 포함) 
2) Pioneer Square 

 
상업 지역 고객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SPU 책임자가 선정한 지정 상업 
지역이 2009년에 한 곳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SPU에서 승인 절차를 
개발한 후에 차후 연도에 점차 단계적으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에 관심사를 표명한 지정 상업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 Olive/E. Union/Capitol Hill 
2) International District 
3) South Lake Union 
4) Uptown/Lower Queen Anne 
5) Fremont 
6) University District 
7) North of Campus 
8) Columbia City 
9) West Seattle Junction 

 
5.0 지정된 “깨끗한 골목길” 상업 지역 내 공중 인도 및 골목길 내에 쓰레기 수거 전후 
“적당한” 시간 이내에 쓰레기 통 배치 및 반입: 
 
쓰레기 통, 바퀴 달린 카트 및 분리통(또는 대형 쓰레기 수납기): 개인 건물 대지에 보관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시와 계약을 맺은 수거 회사 또는 사설 수거 회사가 정한 수거일 
전 오후 7시에서 오전 7시 사이, 또는 수거 3시간 전까지 공공 골목길이나 
커브사이드에 쓰레기, 재활용 또는 퇴비용 쓰레기가 담긴 주택용 및 상업용 쓰레기 통, 
바퀴 달린 카트 또는 분리통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들은 수거 후 3시간 이내에 
고객들이 각 개인 건물로 반입해야 합니다. 정원 쓰레기 더미 또한 정해진 수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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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SPU책임자가 야간 보관 장소 또는 주간 
쓰레기 통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커브사이드, 식수지 또는 공공 골목길에 쓰레기 통, 바퀴 달린 카트 및 분리통을 영구 
비치할 수 없습니다.   
 
6.0 분리통 사용 대체를 위한 선불 색상 코드 쓰레기 봉투: 시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주택가 및 상업 고객들은 쓰레기, 퇴비용 및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와 
계약을 맺은 회사들로부터 선불 색상 코드 쓰레기 봉투와 수거일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고객들은 선불 쓰레기 봉투를 정해진 수거 시간 3시간 전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 봉투들은 수거되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 코드가 찍힙니다. 사설 수거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유사한 봉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거 시간 스케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쓰레기 봉투를 정해진 수거 시간 3시간 전에 배출해야 
합니다.  
 
7.0 지정된 “깨끗한 골목길” 상업 지역에서 대형 쓰레기 수납기 제거: 시내 중심지와 
지정된 Pioneer Square 상업 지역 내 공중 우선 통행권 상에 보관할 수 없는 쓰레기 통은 
2009년 3월3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제거될 것입니다. 공중 우선 통행권 상 외에 
카트나 대형 쓰레기 수납기용 보관 장소가 없는 고객들은 2009년 3월 30일부로 선불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8.0 2009년 지정된 상업 지역 범위 
 

1) 시내: 지정된 시내 상업 지역 범위는 서쪽으로 Elliot Bay까지, 북쪽으로Bay 
Street에서 Denny Way(각 도로의 남부)까지, 동쪽으로 고속도로 I-
5(고속도로 서부)까지, 남쪽으로Yesler Way(도로 북부)까지입니다. 포함된 
모든 도로와 골목길은 첨부된 “시내 지역”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민간 도로, 
골목길, 부두가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Pioneer Square:  지정된Pioneer Square 상업 지역은  Elliot Bay를 서쪽, Yesler 

Way (도로의 남편)를 북쪽, 4th Ave S. (도로의 서편)을 동쪽, S. King Street을 

남쪽 경계로 한 지역, 서쪽을 따라 S. King Street에서 Occidental Ave S (도로의 

서편)까지의 지역, Occidental Ave S (도로의 서편)를 동쪽, South Royal 
Brougham Way (도로의 북편)를 남쪽 경계로 한 지역, South Royal Brougham 
Way를 남쪽, 1st Ave S.를 서쪽, Railroad Way S.를 북쪽 경계로 한 지역, Alaska 
Way South에서 북쪽으로S. King Street 까지 지역입니다..  “다운타운지역” 내 

포함된 모든 도로와 골목길을 대해서는 첨부된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민영 

도로. 골목길 그리고 부두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0  지정된 상업 지역 내 청결한 골목길 프로그램 규정의 면제사항: 

다음에 해당되는 종류의 용기와 물질은 명시된 조건 하에 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3



1)  공중 보건 및 환경 요구 조건에 맞는 조리용 기름 수거 용기는 면제됩니다. 
 
2)  민영 소유지 내 보관 장소가 없는 것을 시에서 확인 받은 경우, 음식 찌꺼기/음식물이 

배인 종이 및 정원 쓰레기를 별도로 담는 뚜껑이 꽉 닫히며 레이블이 부착된 카트 (32, 60 
또는 96갤론).  유기 폐기물을 담는 선불 쓰레기 봉지는 시애틀 공익 사업국으로 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민영 소유지 내 보관 장소가 없는 것을 시에서 확인 받은 경우,  레이블이 부착된 

유리병 수거 카트 (32, 60 또는 96갤론).  
 
4)  민영 소유지 내 보관 장소가 없는 것을 시에서 확인 받은 경우,  레이블이 부착된 

동물 배설물 수거 카트(32, 60 또는 96갤론).  
 
유기 폐기물, 유리병 및 동물 배설물 수거 카트에 대한 면제를 원하거나 공공 골목길에 

장기간 보관 장소를 원하는 모든 고객들은 시애틀 공익 사업국에 연락하여 개인 건물 

대지 내 카트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10.0 규정 시효 날짜:  이 규정 시효 날짜는 시애틀 시 서기에게 접수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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