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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시애틀의 기업체는 재활용 제품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습니다.

 비료화처리:  시애틀의 기업체는 비료화 처리가 가능한 제품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습니다.

 포장:  시애틀의 음식료 서비스 기업은 분해 가능 또는 재활용 가능 식품 및 음료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쓰레기통 배출 불가: 시애틀 지방자치법(21.36.083)
모든 기업은 종이, 판지, 유리병과 항아리, 플라스틱과 종이컵, 플라스틱 병과 항아리, 알류미늄과 빈  
깡통 및 실외 폐기물을 쓰레기통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쓰레기통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발효).

음식물 쓰레기통 배출 불가: 시애틀 지방자치법(21.36.082)
모든 기업은 음식물과 음식물 때가 묻은 모든 미코팅 종이류(종이 냅킨, 종이 타월 및 피자 상자)를 
쓰레기통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쓰레기통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2015년 1월 1일 발효). 

음식물 포장 조례: 시애틀 지방자치법(21.36.086)
1. 다이닝: 1회용 용기로 음식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식료품 서비스 기업은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분해 가능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코팅 종이 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한 이후에만 다이닝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서비스용 포장재는 재활용 또는 분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발표).

3. 금지 사항: 기업들은 플라스틱 성형(StyrofoamTM)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9년 1월 1일 발효). 

재활용 및 분해 가능 소재를 매립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과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 또는 분해 가능 포장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은 폐기물 서비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해 가능 서비스 용기만을 사용하여 
기업들은 분해 가능 제품 수집통에서 손쉬운 1단계 처리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서비스  
요구사항

 greenbusiness@seattle.gov www.seattle.gov/util/GreenYourBusiness 206-343-8505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무료 지원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애틀 공공 사업부 
(Seattle Public Utilities)의 친환경 기업 프로그램(Green Business Program) 

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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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수거
(여러 언어로 제공 가능)

공급업체 정보

수거 서비스 제공업체

www.seattle.gov/util/ForBusinesses/SolidWaste/FoodYardBusinesses/Commercial/WastePosterOrderForm 에서 무료 포스터 및 용기 라벨을 주문하거나 사용자 제작 포스터를 만드세요.

무료 자료

 greenbusiness@seattle.gov www.seattle.gov/util/GreenYourBusiness 206-343-8505

수거 서비스
분해 및 재활용 가능 
수거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포장:
분해 및 재활용 가능 
포장재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수거 용기
인테리어 수거 용기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에문의하십시오.

시애틀 공공 사업부 (Seattle Public Utilities) 의 친환경 기업 프로그램 (Green Business Program) 으로 자세한 포장재, 용기 및 서비스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음식물 서비스 기업

RECOLOGY CLEANSCAPES

쓰레기 | 재활용 | 퇴비화

WASTE MANAGEMENT

쓰레기 | 재활용 | 퇴비화

REPUBLIC

재활용 | 퇴비화

CEDAR GROVE

재활용 | 퇴비화

SEADRUNAR

재활용

206-250-7500 800-592-9995 206-332-7777 877-994-4466 206-467-7550
info@recologycleanscapes.com recyclenw@wm.com infoseattle@republicservices.com help@cgcompost.com info@seadrunarrecycling.com

레스토랑 다이닝 지역(세 개의 세트)

Para más información, llame al 206-343-8505.

Plantas  
y flores

Papel

Tazas

Botellas y tarros

Envoltorios  
de plástico

Cestas de  
productos  

alimenticios
Papel de  

aluminio usado

Paquetes de  
condimentos

Gomas elásticas
y ataduras  
de alambre

Envoltorios

Cáscaras y huesos

Cáscaras de huevos,  
cáscaras de nueces

(papel cartón)

VerdurasFrutas

Posos y filtros 
de café

Bolsitas  
de té

Bolsas de papel, papel de  
cocina y periódicos

Pasta y arroz

Cajas de pizza con grasa y cajas de 
cartón enceradas

Carne, pescado y lácteosPan y granos

Platos de papel sin recubrimiento 
y servilletas

*Embalaje probado para compost: www.resourceventure.org/foodpluscompostables

Coloque estos elementos en su contenedor de basura Coloque estos artículos en su contenedor de reciclaje

Latas de aluminio  
y metal 

Cajas y cartón

Contenedores 
plásticos para 

alimentos

Botellas de  
plástico  

(de cualquier color)

Cartulina

Alimentos
Recolección Comercial

Papel para alimentos usado

Embalaje aprobado para Compost*

Utensilios
Guantes de  

látex y plástico

Espuma

FC-8 BOH STD

Ni Plástico. Ni Metal. Ni Vidrio.

Alimentos  
con capacidad  
de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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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ura Reciclaje

수거 용기 라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