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시애틀 시는 우선 통행권 지역 내 쓰레기 용기 비치를 줄이기 위해 지역 쓰레기 수거 회사들 및 시내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상업 지역 확립
•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불법 활동과 비공민적인 행위 감축
• 보행자들의 골목길 이용 선호도 증가
• 배달 및 잠정적인 상업 활동 확장 등 상업 서비스를 위한 보다 나은 골목 이용 제시

누가 영향을 받게 됩니까?
새로운 디렉터 규정은 폐기물 용기를 다운타운, 벨타운 및 파이어니어 스퀘어 근처의 공용 통로에 영구
보관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귀하의
사업체 또는 아파트 건물이 이러한 이웃지역에 있고 귀하가 대형 쓰레기통, 플라스틱 카트 또는 기타
용기를 도로 사용 허가 없이 공용 통로에 보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도로 사용 허가는 일반적으로
건축 및 해체(C&D) 폐기물 용기의 일시적 설치를 위해 시 정부가 부여합니다. 만약 용기를 공용 통로에
보관하지 않거나 C&D 용기에 대한 도로 사용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본 변동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2009년 4월부터 이 규정은 다운타운, 벨타운 및 파이어니어 스퀘어의 지정된 상업 지역에 용기를
보관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시 정부는 이러한 이웃지역의 영향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불 봉투를
하루 최대 3회 수거하는 등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쓰레기 수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신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009년 2월에 쓰레기 수거
고객들을 접촉하여 서비스 옵션 및 과도기 계획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요건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정된 상업 지역 내에서는 쓰레기 용기의 공용 통로 보관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
및 환경 보건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한 요리용 기름 수거 용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시애틀
공익 사업국SPU(Seattle Public Utilities)가 다음 폐기물의 카트 격납을 위한 예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유 건물/대지에 현장 보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시 정부가 확인한 경우, 폐기물 발생지에서
분리된 음식물 찌꺼기/음식물 청소 종이 및 정원 폐기물에 꼭 맞는 뚜껑이 장착된 라벨이 부착된
카트(32, 60 또는 90갤런).
2) 사유 건물/대지에 현장 보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시 정부가 확인한 경우, 라벨이 부착된 유리용
카트(32, 60 또는 90갤런).
3) 사유 건물/대지에 현장 보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시 정부가 확인한 경우, 라벨이 부착된 동물
폐기물용 카트(32, 60 또는 90갤런).
유기 폐기물, 유리 및 동물 폐기물의 카트 격납 및 공용 통로 장기 보관을 위한 예외를 취득하려는 모든
고객은 Seattle Public Utilities에 문의하여 사유 건물/대지의 현장 카트 보관 공간이 없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건축되었거나 주요 리모델링을 받은 모든 건물은 재활용 용기 및 쓰레기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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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준공 시기가 SPU의 예외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예외를 인정 받으려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Seattle Public Utilities의 Tom Gannon(전화: (206) 684-3453 또는 이메일: SPUClearAlleys@Seattle.Gov에게
문의하십시오.

선불 주머니의 크기 및 쓰레기 수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봉투는 두 종류입니다. 33갤론 봉투(33인치 x 39인치)는 $5.00이며 15 갤론 봉투(24인치 x
32인치)는 $3.50입니다.

선불 주머니의 중량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33갤런 봉투의 중량 한도는 40파운드이고 15갤런 봉투의 중량 한도는 20파운드입니다.

선불 봉투를 어떻게 주문할 수 있습니까?
봉투 주문 및 배달을 위해서는 새로운 쓰레기 수거 회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수거 회사가
Cleanscapes인 경우 (206) 250-7500으로 전화하거나 cleanscapes.com을 방문하십시오. Waste Management
고객은 www.wmnorthwest.com/seattlecap을 방문하거나 (800) 592-9995 내선 77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됩니까?
다음의 표는 일주일에 한번 수거하는 상업용 비-콤팩트 쓰레기 계정에 대한 월 서비스 비용입니다. 본
표는 현재 쓰레기 수거비와 2009년 3월 30일부로 시행될 새로운 대형 쓰레기 수납기 비용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대략 6개의 가득 찬 33갤론 주머니에 해당하는 1 입방 야드로 전환한 수치를 사용하며 쓰레기가
10% 감소할 것을 줄잡아 가정하고 계정 서비스 비용을 포함합니다.
월 이용 요금

1 입방 야드
3 입방 야드
6 입방 야드

대형 쓰레기 수납기
09/1/1-09/3/29
$ 117.72
$ 267.97
$ 464.72

대형 쓰레기 수납기
09/3/30-09/12/31
$ 149.00
$ 332.15
$ 606.90

선불 봉투 옵션
$ 131.66
$ 365.48
$ 716.21

-가구 주택 건물 수거 요금은 상기에 명시된 상업용 쓰레기 수거 고객 요금과 비등하나 같은
요금은 아닙니다. 또한, 선불 봉투 서비스는 “버리는 대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며 대형 쓰레기
수납기처럼 용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요금은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선불 봉투 시스템을
통해 기타 쓰레기 전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잠정적으로 수거비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선불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60파운드 미만의 품목을 위한 수거 꼬리표가 제공됩니다. 대형 품목의 경우,
특별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쓰레기 수거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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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 회사가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하게 됩니까?
업소는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재활용 수거 회사든 이용할 수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 유리 또는 동물
폐기물의 현장 보관 공간이 없는 것으로 시 정부가 확인한 후 고객이 예외를 취득하지 않는 한, 어떤
회사의 용기도 공용 통로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쓰레기 수거비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누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Resource Venture에 문의하십시오.
Resource Venture의 웹사이트는 resourceventure.org이며 전화번호는 (206) 343- 8505이고 이메일주소는
help@resourceventure.org입니다.

상기 사항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변경되지 않으며, 사유 건물/대지에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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