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제1383호: 캘리포니아
주의 단기 기후 오염 물질 감축법
유기물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을 해결하려고 함
상원 법안 제1383호는 매립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의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법은 주 전체의 유기물 쓰레기의 처리량을
2020년까지 50% 그리고 2025년까지 7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현재 폐기
처리량의 20%는 2025년까지 사람 소비용으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매립 쓰레기는 캘리포니아에서 3번째로 큰 메탄 원천입니다. 유기물
쓰레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오는 메탄의 20%를 배출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4배나 더 강한 초강력 기후 오염 물질입니다.

고객으로서 누가 그리고 언제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과 사업체는 유기물 쓰레기를 별도의
녹색 유기물 용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준수합니까?
상원 법안 제1383호에 따라 주민과
사업체는 유기물 쓰레기 재활용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기물 쓰레기란 무엇입니까?
유기물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정원을
다듬은 지스러기, 그리고 100% 섬유계
종이로서, 음식물이 묻은 더러운 종이가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유기물 쓰레기

다음과 같은 것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녹색 쓰레기

음식물이 묻은 더러운 종이*

음식물 찌꺼기

• 꽃 및 생울타리를
다듬은 지스러기
• 풀을 깎은 지스러기
• 잎사귀 및 나뭇가지
• 각목, 지스러기 나무,
및 합판 (도료를
칠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은 것)
• 잡초

•
•
•
•
•
•

• 빵, 쌀, 및 파스타
• 치즈 및 유제품
• 커피를 갈아서 만든 가루 및
필터
• 과일 및 야채
• 꽃 및 허브
• 육류 고기, 뼈, 및 가금류 고기
• 해산물 및 연한 껍질
• 반려 동물 사료
(약제 무함유)

음식물 얼룩이 묻은 종이
종이 계란판
종이 냅킨 및 주방용 타올
피자 상자
접시
테이크아웃용 상자
(무코팅)
• 목제 및 섬유계 식기

*100% 섬유계이어야 함. 석유계 플라스틱, 왁스,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코팅, 안감, 또는 라미네이트가 있는 물재는
수거 금지.

• 모든 플라스틱
• 선인장류, 다육식물,
및 유카
• 세척용 화학물질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 커피 컵 및 포드
• 지방, 기름, 및 그리스
• 음식물 스티커
(제거하십시오)
• 장갑
• 단단한 껍질
(조개, 홍합, 굴)

**플라스틱 및 바이오플라스틱 “퇴비화 가능한” 봉투 는 유기물 쓰레기 용기에 받아 주지만, 투명해야 하거나
반투명-녹색이어야 하고, 봉투 내용물이 보여야 합니다. 받아 줄 수 있는 유기물 쓰레기는 처리되지만, 봉투는
재활용되거나 퇴비화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발생시키는 자(1급 및 2급으로 간주됨)는 회수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될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을 최대로 회수해야 하고, 음식물 회수 단체나 서비스 업체와 체결한 계약 또는 서면
협약을 통한 식품 기부와 수거를 준비해야 하며, 식품 기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급 사업체

2급 사업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
•
•
•

•
•
•
•
•

식품 유통업자
도매 식품 납품업체
급식 제공업체
식료품점 및 슈퍼마켓
(10,000 평방 피트 이상)

최소한 200개 객실과 구내 음식 시설이 있는 호텔
식당 시설 (5,000 평방 피트 이상, 또는 250개가 넘는 좌석)
구내 음식 시설을 갖춘 현지 교육 기관
구내 음식 시설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 기관
2,000명 이상의 일일 방문객이 있는 대형 장소 (쇼핑 센터와
몰 포함) 및 행사

(800) 773-2489

recycLA.com

• 약
• 야자수 나뭇잎
• 종이 냅킨 및
주방용 타올
• 양피지 및 납지
• 반려동물 배설물
• 암석 및 흙
• 고무 밴드 및
꼬임 끈
• 티백
• 직물
• 티슈 및 젖은 걸레

상세히 알아보려면
스캔하십시오.

무료의 유기물 재활용 평가를
준비하거나 담당 Athens 재활용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려면,
(800) 773-2489번으로 LASAN
고객 관리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