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어 퇴비로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거주민은 주말에 음식물 쓰레기를 근처 지점으로 가져가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과일 및 채소 찌꺼기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퇴비는 원예 및 농업에 도움이 되는 비료로 

토양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DC 정부는 특별구 전역의 10개 지점에서 

퇴비화가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귀하를 위한 퇴비로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퇴비로 만들 수 없거나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고 싶지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Food Waste Drop-Off )라고 하며, DC 

공공사업부에서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가 DC에 거주하는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비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여 방법 
1. 과일 및 채소 찌꺼기,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 견과류 껍질, 작은 

가정 식물을 밀봉된 용기에 모읍니다. 퇴비화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은 경우, 허용되는 모든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악취나 해충을 피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고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https://zerowaste.dc.gov/foodwastedropoff
https://zerowaste.dc.gov/foodwastedropoff


3. 가까운 수거 지점을 찾고 영업시간을 확인합니다. 일부 지점은 

겨울에 개장하지 않습니다. 

4.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장소로 가져오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중 

하나에 용기를 비웁니다. 

5. 용기를 헹군 후 반복합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귀하의 음식물 쓰레기를 특별구의 지역 퇴비 지점 또는 지역 상업 

퇴비화 시설에 가져가서 원예나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비료로 만듭니다.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일부 수거 지점은 계절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거 지점이 운영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15~오후 4:45에 (202) 673-6833번으로 

전화하여 음식물 수거(Food Waste Drop-Off)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질문(Food Waste Drop-Off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zero.waste@dc.gov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집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 리소스 페이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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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란 무엇입니까? 
퇴비화는 미생물, 곰팡이 또는 벌레와 같은 유기체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 물질을 퇴비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퇴비에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토양에 첨가하면 새로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소가 많이 함유된 항목(예: 음식물 쓰레기 또는 신선한 깎은 잔디), 

탄소가 많이 함유된 항목(예: 잎, 짚 또는 나뭇가지), 산소 및 물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퇴비로 만들어야 하나요? 
퇴비화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한 메탄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이 풍부한 천연 비료를 

만들어 정원에서 음식과 기타 식물을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퇴비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비화 워크숍에 참석하여 가정용 퇴비화 장비를 구매하면 최대 $7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퇴비화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 페이지는 2021년 5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s://www.frontdoor.dc.gov/home-com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