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될 쓰레기

운반서비스와 벌키 물건 픽업
(425) 259-0044

재 활할 수 없 는 플 라 스 틱

발포폴리스티랜
플라스틱6호

조미료및 일회용 페키지

리본, 보우및 금속붙이
선물 포장지

간식백, 포장지와
플라스틱 필름

알엑스 약병

지플락 제품, 플라스틱과
냉동음식 백

빈 유해 폐기물통

플라스틱 식기와 빨대

플라스틱 씌운 종이

쥬스박스, 우유와 무균성의 카톤

냉동음식 박스

상품 스티커

음식 서비스 그릇

재활이나 퇴비 불가함

15

/20

10

기저귀와 위생제품
고양이 배설물이나 애완동물 용변

음식물 묻은 알루미늄

라텍스 도료
흡수되거나 딱딱해짐,
뚜껑사용 금지

켑스, 뚜껑이나 톱스

도자기, 유리그릇, 파리랙스, 전구, 거울과 유리창
재사용/재활옹처럼 어떤 물건은 대리용으로 쓰레기처럼 쓸수있음(테리사이클.컴 참조)

everettwa.gov/recycling

•

(425) 257-7205

•

recycle@everettwa.gov

에어로솔 용기

어째서 매립지에 물건을 버리면 안되나?
우리 가정쓰레기의 2/3가 정원부스러기, 음식 찌꺼기, 나무동아리, 종이와 종이판지 제품으로 구성되어있다1
쓰레기 삭감과 재활용이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자료를 보존과 새로운 매각지의 필요성을 줄여줌2
일상생활에 사용품중 많은 일반제품은 위험요소 가능성이 있어 특수처분을 요한다. 가정용 유해물 수거물(
에이치 에이치 더불류)이라고 쓰여진 제품은:유의-경고-위험-독물이라고 써있음. 올바로 에이치에이치더불류
처리는 오염을 방지하여 우리 건강과 환경오염을 보호한다
가 정용 유 해 물 쓰 레 기
에이치에이치더불류 수거장
가정용은 무료

3434 McDougall Avenue, Everett
(425) 388-6050
snoco.org/solidwaste

사용시간; 수-토: 오전 7시반-오후4시

받는물건:알칼라인, 리티엄, 니켇과 납산 바테리, 부동액, 자동차 제품,
부탄통, 취미저장품, 가정용세제, 가연성액체, 형광등/시에프아이, 잔디와
정원 제품, 오일 페인트와 스테인, 수영장과 스파 저장품, 프로펜 탱크,
로드 플레어, 니스와 용액.

이동 스테이션에서 재활용
에어포트 로드

노스 카운티*

남서(사우스웨스트)

19600 63rd Avenue NE
Arlington

10700 Minuteman Drive
Everett

21311 61st Place W
Mountlake Terrace

받는물건: 무프레온 전기제품, 부동액, 납산과알칼린바테리,판지,쓰다남은 식용유, 유리병과 쨈병, 윤활유와 필터,
혼합지, 신문지, 프로팬탱크,,고철,(8피트이하),알루미늄,강철과 깡통. 티핑 수수료: 정원쓰레기/처분못한 나무 동아리.
*공사관계로 받을수 있는 물건이 제한됨.

도로변저변의 재활용과 수거 서비스

의복/가구 재사용
중고상이나 온라인에 헌납

프레온 전기제품 수거
(낸장고, 냉동실)

2good2toss.com, craigslist.com, swap.com

플라스틱백과 필름재활
plasticfilmrecycling.org

1800recycle.wa.gov

1 EPA's Advancing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Facts and Figures 2013. http://1.usa.gov/USmsw
2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te Reduction Model (WARM) 2015.

재활정보: everettwa.gov/recycling

•

www3.epa.gov/warm

(425) 257-7205

•

recycle@everettwa.gov

Korean/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