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사업체 우수 관행 
 
 
 
 
 
 
 
 
 
 
 
 
 
 
 
 
 
 
 
 
 
 
 
 
 
 
 
 
 
 
 
 
 
 
 

본 안내 및 자료의 목적: 
 

경비 절감 
 
환경 보호 
 

사기 증진 

직원, 고객 및 
클라이언트 유지 지원 

효율성 개선 
 

기업의 탄소 발자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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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한 관리 활성화 
 
 

폐기물 감축, 재활용 및 

퇴비화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벨뷰의 사업체들은 추가 비용 없이 재활용 

및 한정된 퇴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벨뷰 공공서비스는 다음을 통해 무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자연 자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폐기물 흐름 측정 및 평가 

• 적정 사이즈의 야외 쓰레기통과 

수거 빈도 조정 관련 권고 

• 성공적인 분류와 오염 감소를 위한 

실내 공간 설계 

• 재활용 및 퇴비화 기회 개선 

 
 

지원 또는 폐기물 평가를 

요청하시려면, 

recycle@bellevuewa.gov 또는 425-

452-693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활용통을 비우고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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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통 동기부여 
우수 관행: 

• 표지 및 공지사항 게시. 모든 통에 라벨 및 컬러 코드 확실히 표시 

• 최소한 분기별로 환경 보존 우수 관행 및 공지사항을 직원들에게 

발송 

• 직원 성과 기대 및 신입 사원 교육에 환경 보존 실무 포함 

• 직원들의 의견과 수용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관리인 및 수위와 조율 

• 세입자: 건물 관리자 협력 

• 건물 관리자: 임대 요건에 재활용 및 퇴비화 약관 포함 

• 재활용 방식(중앙집중식 또는 개별) 결정 

• '트래쉬 버디(trash buddy)' 시스템 장려 

• 환경관리 팀 조성 (방법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폐기물 감사 실시 
 

벨뷰 공공서비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벨뷰시는 다음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료: 

• 다국어로 번역된 실내 분리 표지 

• 야외 재활용 및 퇴비화 카트 스티커 

• 필요 시 컬러 코드가 표시된 실내 재활용 및 퇴비화 통 

• 직원 및 고객들을 위한 다국어 전단 및 브로셔 

• 친환경적인 구매 정책 템플릿 

교육 기회: 
• 직원 교육 또는 직원 회의 시 간단한 발표(가상 및 대면 옵션 제공) 

• 관리인/수위 교육 

• 건물 관리자 및 세입자 연계 

• 점심식사 및 학습 프리젠테이션 

인정: 
• 벨뷰시와 협력하여 여러분의 성공을 돋보이게 하고 벨뷰시 지역사회를 위한 선례를 마련하십시오! 

 

폐기물 감축 - 실천에 대한 재고 
• 휴게실 및 주방 구역에 재사용 가능한 식기세척기 구비 

• 폐기물 제로를 위한 회의 실시 

• 일회용 포장지 제거 

•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유입/유출되는 포장지 평가 

• 전자 양식 사용을 통한 페이퍼리스 오피스 지향 및/또는 복사기의 

자동 양면 복사 설정 

• 가능한 경우 가상 회의를 통해 이동 줄이기 

• 직원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물병 및 머그잔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유발하지 않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도록 장려 

 
사용 불가비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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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 비즈니스 재활용 및 인정: www.bellevuewa.gov/business-recycling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recycle@bellevuewa.gov 또는 425-452-6932번으로 연락하세요. 

특수 품목 

재활용 및 

안전 폐기 

 
 
벨뷰 공공서비스는 특수 품목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전자제품, 가전제품, 유해성 소재, 가구, 
라텍스 페인트, 스티로폼, 플라스틱 필름 등의 품목에 대한 
안전한 폐기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특수 품목의 안전한 폐기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 recycle@bellevuewa.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특별합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만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을 위한 맞춤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환경을 위한 구매 
재활용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재활용하는 품목들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매 결정은 제조사들에게 환경을 위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속가능한 구매 관련 자료 – 킹 카운티 지속가능한 구매 
가이드 – 킹 카운티 특정 제품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구매 
가이드 – 책임감 있는 구매 네트워크 
재활용 콘텐츠(ReCon) 툴 – U.S. EPA 

 

대안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원하시면 최소한 48시간 전에 

425-452-6932번(음성) 또는 이메일(recycle@bellevuewa.gov)로 요청해 주세요. 편의 제공과 관련된 불만이 있으실 경우에는 벨뷰시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VI편 관리자에게 425-452-6168(음성) 또는 이메일(ADATitleVI@bellevuewa.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을 겪고 있는 경우 711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미팅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호텔 
• 아파트 및 콘도 단지 
• 건물 관리자 
• 제조사 
• 보호관찰 업체 
• 소매업체 

 

• 사무실 환경 
• 자동차 수리 및 정비 
• 장례식장 
• 식료품점 
• 주유소 
•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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