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
COMPOST

음식 찌꺼기, 음식으로 오염된 종이, 종이상자 및 판지,
식물 폐기물, 가공 처리하지 않은 목재

넣으면 안 되는 폐기물
재활용품
또는 일반 쓰레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510) 613-8700 또는
이메일 csnorthbay@wm.com으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YOUR RECYCLING TEAM
WAS T E MAN AG EM EN T
CALIFORNIA WASTE SOLUTIONS

퇴비화
COMPOST

퇴비 상자에 넣는 폐기물
음식으로 오염된 종이
•
•
•
•
•
•
•
•
•

종이 재질의 커피 컵과 필터
사용한 냅킨
종이접시
유산지
테이크아웃 용기
피자 상자
아이스크림 종이컵
코팅 처리한 판지
파쇄지

음식
• 모든 과일과 채소(씨, 딱딱한 껍질 가능)
• 커피 찌꺼기
• 유제품(액체 제외)
• 계란, 계란 껍질
• 음식 쓰레기, 상한 음식
• 고기(뼈 가능)
• 해산물(갑각류 가능)
• 지방, 기름, 그리스(소량 한정)

정원 폐기물 및 가공 처리하지 않은 목재
• 가지, 잡목
• 꽃
• 풀, 잡초
• 낙엽
• 가지치기 폐기물(직경 6인치, 길이 4피트 미만)
• 야자, 유카, 선인장의 가지치기 폐기물
• 가공 처리하지 않은 목재
(부서진 화물 운반대, 목재 부스러기 등)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 BPI의 인증을 받은 퇴비화 가능한 비닐봉지
• BPI의 인증을 받은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 “퇴비화 가능” 마크가 부착된 식기
YOUR RECYCLING TEAM
WASTE MANAGEMENT
CALIFORNIA WASTE SOLUTIONS

퇴비 상자에 넣으면 안 되는
폐기물
다음은 재활용 상자에
넣으십시오
•
•
•

•
•
•
•

깨끗한 종이

코팅 처리하지 않은 판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및 90도로 열리는 뚜껑이
달린 용기
스프 상자

비어 있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
비어 있는 모든 유리 용기
비어 있는 금속 용기

다음은 일반 쓰레기 상자에
넣으십시오
•
•
•
•
•
•
•
•
•
•

•
•

커피 컵 뚜껑

플라스틱 식기

비닐 재질의 필름 및 비닐봉지
스티로폼

과자 봉지, 사탕 포장지

도자기 식기류 또는 유리그릇
기저귀, 여성용품

호일합지 또는 비닐합지
병, 단지 이외의 유리
전구
(백열전구만 가능)

금속, 섬유 또는 고무와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510) 613-8700 또는 이메일
csnorthbay@wm.com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TRASH

재활용 불가 & 비유해 물질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510) 613-8700 또는
이메일 csnorthbay@wm.com
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YOUR RECYCLING TEAM
WA ST E MAN AGE M E N T
CALIFORNIA WASTE SOLUTIONS

넣으면 안 되는 폐기물
퇴비화
또는 재활용 가능 제품

쓰레기

일반 쓰레기 상자에 넣는 폐기물

TRASH

1인용 요거트 컵보다 작은 플라스틱 제품
• 커피 컵 뚜껑
• 플라스틱 식기
• 조미료 용기
비닐 재질의 필름 및 봉지
• 사탕 포장지
• 과자 봉지
• 랩
• 지퍼백
•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

발포 폴리스티렌 제품
• 폼 블록
• 패킹 피넛(포장용 충전제)
• 고기, 생선 접시
• 발포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과 식기
도자기 식기류 또는 유리그릇
• 백열 전구(CFL, LED 제외)
• 깨진 유리컵
• 깨진 접시
• 깨진 거울

일반 쓰레기 상자에 넣으면
안 되는 폐기물

다음은 재활용 상자에
넣으십시오
• 깨끗한 종이
• 코팅 처리하지 않은 판지
•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및 90도로 열리는 뚜껑이
달린 용기
• 스프 상자
• 비어 있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
• 비어 있는 모든 유리 용기
• 비어 있는 금속 용기
다음은 퇴비 상자에 넣으십시오
• 더러운 종이(접시, 냅킨, 휴지, 테이크아웃 용기)
• 음식 찌꺼기
• 종이 재질의 커피 컵
• 식물 폐기물
• “퇴비화 가능” 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
• 유산지 또는 코팅 처리한 판지
• 가공 처리하지 않은 깨끗한 목재만 가능

여러 재료가 혼합된 물질
• 호일합지 또는 비닐합지
• 금속이나 섬유, 고무와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
• “생물 분해 가능” 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물질
• 기저귀, 여성용품
• 고양이 및 동물의 배설물

가공 처리된 목재
• 합판
• 프레스 보드
• 도색 또는 변색시키거나 어떤 식으로든 가공 처리한
목재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510) 613-8700

또는 이메일 csnorthbay@wm.com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YOUR RECYCLING TEAM
WASTE MANAGEMENT
CALIFORNIA WASTE SOLUTIONS

재활용
RECYCLE

유리병, 플라스틱병, 알루미늄,
금속용기, 종이, 판지

해당
서비스 업체 :

________________________
수거일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

넣으면 안 되는 폐기물
퇴비화 가능 제품
또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상자에 넣는 폐기물

재활용
RECYCLE

종이
• 깨끗하고 마른 모든 종이
• 코팅 처리하지 않은 판지
• 무균 용기(스프 상자, 두유팩)
• 우유팩
• 봉투(비닐 창 부분 가능)
• 시리얼 상자(내부 비닐봉지 제거)
• 종이 재질의 계란 상자
• 신문(코팅 처리된 광고지 가능)
• 광고성 우편물, 잡지
• 종이봉지
• 전화번호부
•
•

파쇄지(종이봉지나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봉인)
비금속성 포장지

유리
• 유리 재질의 병과 단지(금속 재질의 마개와 뚜껑 가능)

금속
• 알루미늄 캔
• 알루미늄 호일/접시(최대 소프트볼 크기의 공 모양 호일)
• 금속 재질의 마개와 뚜껑
• 페인트 통(비어있거나 건조된 상태여야 함)
• 스프레이 통(비어있어야 함)
• 강철(통조림) 캔
플라스틱
• 비어 있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
• 병(마개는 닫은 상태로 둠)
• 통(금속 손잡이 가능)
• 용기 및 90도로 열리는 뚜껑이 달린 용기
• 목욕통 및 뚜껑

재활용 상자에 넣으면
안 되는 폐기물

다음은 퇴비 상자에
넣으십시오
• 더러운 종이(접시, 냅킨, 휴지, 테이크아웃 용기)
• 음식 찌꺼기
• 종이 재질의 커피 컵
• 식물 폐기물
• “퇴비화 가능 제품”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
• 유산지 또는 코팅 처리한 판지
• 가공 처리하지 않은 깨끗한 목재

다음은 일반 쓰레기 상자에
넣으십시오
• 커피 컵 뚜껑
• 플라스틱 식기
• 비닐 재질의 필름 및 비닐봉지
• 스티로폼
• 과자 봉지, 사탕 포장지
• 도자기 식기류 또는 유리그릇
• 기저귀, 여성용품
• 호일합지 또는 비닐합지
• 병, 단지 이외의 유리
• 전구(백열전구만 가능)
• 금속, 섬유 또는 고무와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
•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

해당 서비스 업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거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