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및 컴포스팅 가이드

재활용

쓰레기

컴포스트(퇴비)

• 비우고 씻은 후 말리세요
• 상표는 괜찮습니다
• 재활용품을 봉투에 넣지 마세요

아래 항목들은 재활용 및 컴포스트 통에 넣지 마세요

음식물 및 정원쓰레기 통에 플라스틱, 유리,
금속제품 또는 애완동물 배설물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종이류

종이류

판지 최대 사이즈 : 3 ft x 3 ft x 3 ft

테이크아웃용 종이 상자

박스는 납작하게
만듭니다
종이 박스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플라스틱류

리드 사이즈를
측정하세요:

종이류

음식물이 묻은 판지/종이 박스 (표면이 매끄러운 것)

음식물이 묻은 판지/종이(표면 광택이 없는 것)

플라스틱류

모든 크기의 플라스틱 캡(돌려 따는 뚜껑)들은 병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3인치 이상의 리드(열고 닫는 뚜껑)들은 따로 재활용
가능하나 3인치 이하의 리드는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상자

스티로폼

1”

2”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

퇴비화가 가능한 봉투

위험물질이 들었던 통은
비우세요

기저귀 및 애완동물 배설물

0”

제품 스티커

라벨을 제거하세요

3”

유리류

유리류

깨진 도자기, 유리 및 거울

금속류

금속 제품 최대 사이즈 : 2 ft x 2 ft x 2 ft

금속류

옷걸이
뚜껑은 안에 집어넣고 캔을 압축시킵니다.

굳은 페인트가 든 라텍스 페인트캔

에어로졸 스프레이캔은
비우세요

나뭇가지 최대 사이즈 : 길이 4ft 또는 지름 4인치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에 있는 항목들은 쓰레기를 내놓을 때 그 어떤 통에 넣어서도 안됩니다.
어떻게 또는 어디로 적절하게 재활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kingcounty.gov/ WhatDoIDoWith 에서 검
색하거나 206-477-4466; 1-800-325-6165, ext 74466 로 전화하세요. 통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및 기타 대형 가구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수리되거나 재사용을 위해 기증될 수 있습니다.
사용불가한 경우, 카운티의 이송정류장 (transfer station) 에 폐기하세요.

전자기기
아래의 전자 제품들은 쓰레기통에 폐기해선 안됩니다. 기증하거나 eCycle
Washington location 장소로 가져가세요

플라스틱 봉투 및 비닐포장지
•
•
•

플라스틱 봉투를 재사용하세요.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사용하세요.
근처에 위치한 마트에 플라스틱 봉투와 비닐 포장지를 반납하세요:
plasticfilmrecycling.org
• 사용한 플라스틱 봉투와 비닐 포장지는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지방, 오일 및 기름기가 있는 것
배터리 및 수은 함유 제품

의료용 바늘 및 기타 가정용 의료폐기물

많은 종류의 배터리와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쓰레기통과 카운티
이송 정류장 에서 폐기될 수 없습니다.

형광등 및 형광 튜브
사용하지 않는 약품
더 이상 원치 않는 약은 근처의
드랍박스에 폐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