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 관리는 필수 사항입니다
상업용 주방은 적정 용량의 그리스 인터셉터(Grease 
Interceptor)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 오일, 그리스 및 고체 (모두 합산한) 깊이는 그리스 
인터셉터의 전체 액체 깊이의 25%를 넘어서면 안됩니다.

• 아래 시기에 맞춰 폐기물 관리 회사를 통해 그리스 
인터셉터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 지방, 오일, 그리스 및 고체성분이 전체 액체 깊이의 25%
를 넘을 경우, 또는

• 매 90일 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하는 시기).

• 그리스가 그리스 인터셉터를 통과하여 하수도로 들어가게 
해 주는 효소나 다른 물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인스펙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최소 지난 2년간의 기록을 보관해서 인스펙션 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인스펙션 시 현장의 누군가가 있어서 그리스 인터셉터를 
열어줘야 합니다.

규정의 불이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업용 주방은 300 달러의 재 인스펙션 

비용, 150달러의 샘플링 및 분석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각한 위반의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보 및 지원
만약 상업용 주방을 운영하거나 서비스 하고 있다면, 
메트로 밴쿠버는 그리스 인터셉터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 도와 드립니다.

메트로 밴쿠버 정보 센터:  604-432-6200

www.metrovancouver.org  

 일반정보: ‘grease trap regulation’ 검색

 온라인 크기 측정 도구: ‘grease interceptor sizing”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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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오일, 
그리스 및 
상업용 주방
그리스 인터셉터의 유지 관리 및 

설치.

SERVICES AND SOLUTIONS FOR A LIVABLE REGION

 액체 폐기물



지방, 오일 및 그리스: 하수
도의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지방, 오일 및 그리스를 

흘려 보내면, 배수구가 막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역 하수구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스가 하수구에 쌓이게 되면 역류를 

방생시키고 잠재적으로 주택과 사업장 

그리고 환경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메트로 밴쿠버는 하수도에서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매년 최소 27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작거나 유지 관리에 소홀한 

그리스 인터셉터를 가진 상업용 

주방에서 많은 양의 그리스가 하수도로 

유입됩니다. 

그리스 인터셉터는  

무엇인가요?

그리스 인터셉터 (또는 그리스 트랩)

은 액체 폐기물로부터 지방, 오일 및 

그리스를 분리하여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액체 폐기물에 지방, 오일 및 그리스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주방은 법령에 

따라 적정 용량의 그리스 인터셉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 인터셉터의 설치

그리스 인터셉터는 필수적으로:

• 그리스를 생성하는 장치와 연결돼야 

합니다

• 적정 용량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용량이 너무 작으면 지방, 오일 및 

그리스가 너무 빨리 차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 샘플링 포인트를 구비해서 

인터셉터를 통과해 나오는 액체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인스펙션을 받을 수 있고 유지 관리에 

용이하도록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지방, 오일 및 그리스가 하수도로 유입되면 안됩니다

그리스가 하수도로 유입

그리스가 하수도관에 점착하여 막힘

하수도관 역류

기름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싱크대로 유입

그리스 인터셉터 용량이 너무 작거나 
그리스로 꽉 차 있음

지방, 오일 및 그리스가 하수도 유입 경로 및 결과

그리스 인터셉터:

적정 용량 및 유지 관리 - 그리스와 고체 성분 포획 및 잔류

탈착식 뚜껑

싱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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