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 지역 및 “깨끗한 골목길”프로그램 지역이 아닌 곳에
임시 쓰레기 통 배치에 관한 행정 규정 개요
•
•
•

•

거리 사용 허가증(Street Use Permit)이 없는 장소에만 해당됨
“24시간 규정” =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수거 24시간 이전에
쓰레기 통을 내놓을 수 없으며 수거 후 24시간 이내에 들여다 놓아야 함.
“3시간 규정” = “깨끗한 골목길”프로그램 지역에서는 쓰레기 통 및 선불 쓰레기 봉투를 수거
시간 3시간 이전에 내놓을 수 없음. 쓰레기 통은 수거 후 3시간 이내 각 건물의 보관 장소로
반입해야 함.
2009년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상업 지역 – 시내 중심가(I-5와 Elliot Bay
구간, Denny와 Yesler 구간), Pioneer Square, 민중 청원서 절차를 거쳐 결정된 또 한 곳의
“opt-in”으로 지정된 상업 지역. 프로그램 평가 후 2010년도에는 최소한 8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음.

수거 전후 공중 우선 통행권 상의 쓰레기, 재활용 및 퇴비용 쓰레기 배출 시간
제약:
범주
한-가구, 다-가구 및
상업용

모든 쓰레기 통 및 카트
추가 정원 쓰레기 봉투
추가 쓰레기 봉투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이 지역이
아닌 곳
개인 건물 대지 내 영구 보관
장소가 있는/없는 모든 쓰레기
카트/통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 지역

모든 쓰레기 통, 카트, 대형
쓰레기 수납기

공중 우선 통행권 상 쓰레기 배출
제약
24시간 규정
24시간 규정
부패가 쉬운 쓰레기의 경우
3시간 규정
부패하지 않는 쓰레기의 경우
수거 전날 밤에 배출 가능.
영구 보관 허가. 지명된

SPU책임자가 공중 우선 통행권
상 외 보관 장소 부족을 확인할
수 있음.
3시간 규정
개인 건물 대지 내 보관 장소가
없을 경우, 수거 전날 야간
쓰레기 통 보관을 허가함
(오후7시-오전 7시).

지명된SPU 책임자가 야간 보관
장소를 거부할 수도 있음.
선불 쓰레기 봉투

1)
2)
3)

3시간 규정
쓰레기 봉투가 골목길 교통을
방해해서는 않됨.

SPU 책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규정 면제 – 실내 또는 개인 건물 대지 내 쓰레기 보관 장소가 없을 경우, 식당 밖 공중 우선 통행권
상에 배치된 기름 통, 음식물 쓰레기 카트 및 유리병 재활용 카트 등을 포함할 수 있음.
“깨끗한 골목길” 프로그램 지역 공중 우선 통행권 상에 배치될 수 없는 대형 쓰레기 수납기는 2009년
3월 30일에서 2009년 4월 30일 사이에 제거됩니다. 공중 우선 통행권 상 외 대형 쓰레기 수납기 보관
장소가 없는 고객들은 2009년 3월 30일 부로 선불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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