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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시, 리퍼블릭 서비스   

새로운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시작 

 

 2022 년 9 월 1 일 목요일, 가든그로브 시는 시의 폐기물 처리 계약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와 협력하여 주거 및 상업용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에서 의무화한 이 프로그램은 2022 년 9 월 1 일부터 단독주택 

거주자가 모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에 더러워진 종이 및 정원 쓰레기를 갈색 유기물 카트에 

버리도록 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세대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사업주는 

그 다음 단계에 포함됩니다. 

 스티브 존스 가든그로브 시장은  "모든 가든 그로브 주민과 업체가 지역 사회와 환경을 

위한 식품 재활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모범적인 실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기 폐기물에는 고기, 생선, 가금류, 뼈, 과일, 야채, 빵, 파스타, 쌀 및 곡물 등 모든 

음식물 찌꺼기, 피자 상자, 커피 필터, 젖은 종이 타월 및 더러워진 냅킨 등 음식물이 묻은 종이, 

잔디, 잎, 작은 가지, 식물, 잡초 및 정원을 다듬은 것 등 정원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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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유기물 카트에 허용되지 않는 품목은 재활용품, 비닐 봉지, 퇴비화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스티로폼, 흙, 동물 폐기물 또는 쓰레기 등입니다.   

-계속- 

가든그로브 , 리퍼블릭 서비스 새로운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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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케이프너(Dan Capener) 리퍼블릭 서비스 총책임자는 " 쓰레기통 대신 유기물 재활용 

카트에 유기 폐기물을 놓는 간단한 일을 통해 가든 그로브 주민들은 매립지로부터 유기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유해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블릭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수거일에 갈색 유기농 카트를 픽업합니다. 유기 

폐기물은 퇴비화 시설로 옮겨져 토양 개량제로 전환됩니다.  

갈색 유기농 카트가 없는 단독주택 거주자는 (800) 700-8610 으로 리퍼블릭 서비스에 

전화하여 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갈색 유기물 카트에 버리기 전에 유기물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무료 주방 

양동이를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이 양동이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향후 

알려드립니다.  

가든그로브 시와 리퍼블릭 서비스는 또한 주민들에게 최대 60 갤런의 무료 퇴비를 

제공하는 연례 퇴비 증정 행사와 커뮤니티 무료 대형 폐기물 청소 행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1383(SB 1383)에 따라 

의무화되며, 이는 매립지에서 유기 폐기물을 전환하여 단기적인 기후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 전체의 정책입니다.  

유기물 재활용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주민과 사업주는 다음을 방문하세요. 

ggcity.org/organics-recycling, republicservices.com/municipality/garden-grove-ca, 

이메일 OCRecycles@republicservices.com 로 연락하거나 (800) 700-8610 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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