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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NY에서는 귀하의 
유기물인음식 —찌꺼기와 
정원 쓰레기—  를 수거해 
퇴비나 청정 에너지로 
바꿉니다.

nyc.gov/organics에 방문하시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하시어 귀하의 수거 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311.

금속, 유리, 플라스틱, 상자, 깨끗한 
종이 + 판지

쓰레기
비닐 봉지, 포장지, 애완동물 배설물, 
의료 폐기물, 기저귀 및 위생 용품

음식 찌꺼기 과일, 채소, 고기, 뼈, 유제품, 가공 식품

음식물 때가 묻은 종이류 냅킨, 티백, 접시, 커피 여과지

나뭇잎 + 정원 쓰레기 식물, 잘린 가지, 잔가지, 풀

해당 항목을 갈색 쓰레기통안에 넣어 
주십시오.

FAQ 및 비디오관련 사항은 nyc.gov/organics 에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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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니



간단한 세 가지 단계!

다음은 프로그램 참여 방법입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물
DSNY에서는 소규모 주거용 건물(최대 9개의 아파트에 이르는 
일세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뉴욕 시민에게 갈색의 무료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공합니다.

대형 건물 및 상업 지구
10개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건물이나 상업 지구에 살고 계십니까? 
귀하의 건물에는 갈색의 무료 쓰레기통과 유기물 수거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요청하여 nyc.gov/organics에 
등록하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주십시오 311.

음식 찌꺼기 수거 장소
귀하 빌딩에’유기물 도로변 수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음식 
찌꺼기를 다섯 개 자치구에 있는 수거 장소에 가져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nyc.gov/organics에 방문 하시거나 311 로 전화하시어 
수거가 허용되는 장소 및 음식 찌꺼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음식찌’꺼기와 정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뉴욕 시 위생 관리국(NYC Department 
of Sanitation, DSNY)에서는 음식 
찌꺼기와 정원 쓰레기를 수거해 
이를 퇴비로 바꿉니다. 비료를 통해 
토양이 비옥해지고, 이 비옥한 토양을 
통해 식물에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당국에서는’또한 음식 찌꺼기를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또한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DSNY에서는 가로수 관리 
및 배포 행사에서 퇴비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nyc.gov/organics에 방문해 주십시오.

•  음식물 쓰레기통에 베이킹 소다를 뿌리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음식 찌꺼기를 냉동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인증을 받은 재활용 봉투나 
종이 봉투를 대주십시오.

•  재활용 봉투를 구매할 때 이  
로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음식 찌꺼기와 음식물 때가 묻은 종이류 및 식물을 귀하의 가정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또는 봉투에 담아 수거해 주십시오.1

•  나뭇잎과 정원 쓰레기’가 갈색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잔디와 나뭇잎을 담는 종이 봉투나 봉투를 
대지 않은 쓰레기통에 정리해 주십시오.

•  잔가지를 노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Brooklyn 및 Queens: 유리알락하늘소 격리 문제로 긴 가지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를 폐기하려면 공원 담당부서에 알리거나 
311로 전화해 주십시오.

•  nyc.gov/organics에서 귀하의 수거 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거하기 전날 밤 도로변에 유기물을 정리해 주십시오.3

•   재활용 플라스틱 봉투 또는 종이 봉투를 
쓰레기통안에 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깨끗한 플라스틱 안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필요에 따라 귀하의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헹궈 주십시오.

•  반드시 귀하의 쓰레기통을 닫고나서 자물쇠로 
잠궈 주십시오.

유기물을 갈색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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