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유기성 물질 재활용
자주 묻는 질문
1. 저의 도로변 쓰레기 통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2022년 1월1일부터 법(SB 1383)에 의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은 담당 폐기물 수거업체가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변경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이웃에서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기는 담당 수거업체가 알려줄 것입니다.

2. 유기성 폐기물 통에 넣어야 하는 유기성 폐기물로 간주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식물과 동물-에서 비롯된 것이 유기성 물질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에는 보통 잔디 조각, 잎, 가지,
관목, 풀, 정원 가꾸기 부산물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성 폐기물 통에 넣어야 하는 음식류에는 고기, 생선,
유제품, 과일, 채소, 빵, 파스타, 곡물과 음식 찌꺼기가 있습니다.

3. 통을 다른 것으로 받게 되나요?
주민들은 폐기물 수거업체로부터 기존 통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변경은
다양한 일정으로 수행될 것이며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존 카트를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수거업체 청구서,
혹은 우편, 웹사이트, 시티 페이지와 같은 온라인을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요금이 바뀌나요?
이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요금은 귀하가 있는 장소와 계약된 폐기물 수거업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라도 있다면 반드시 담당 수거업체에서 보내는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5. 유기성 폐기물/녹색 통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안내는 수거업체 또는 시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담당 폐기물 수거업체의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수거업체와 비통합
구역에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비통합 구역의 서비스 안내를 알아보는 곳:
OCLandfills.com/residential-organics-recycling.

6. 유기성 폐기물 통에서 비닐 봉지나 퇴비 가방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각 수거업체는 각자의 절차가 있으므로, 귀하의 담당 폐기물 수거업체가 제공하는 안내문을 읽도록 권유합니다. 각
수거업체는 서비스 안내, 타운홀과 기타 우편발송 또는 웹사이트 안내를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 악취나 해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악취나 해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태 가능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수거업체들은 귀하의 지역에서
제공되는 통.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식료품과
남은 음식 냉동법, 음식물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예정된 수거일까지 통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8. 유기성 폐기물 통 사용을 거절해도 되나요?
아뇨,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우리 집은 유기성 폐기물 분류나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거업체는 오염 여부를 감찰하여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준수 여부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티들과
수거업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여 적절한 유기물 재활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통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티들과 특별 디스트릭트, 비통합 구역들은 주정부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금전적 벌칙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통을 오염시킨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ocwaste

OCWR 안내 전화: 714-834-4000

www.oclandfill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