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수거
하 워드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무료 재활용
컨테이너 하나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는 각
주소에 할당되며 거주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집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리 이름과 번호를
컨테이너에 붙여놓으면 원래 해당 거주지에
남아 있을수 있도록 도움을 줄것입니다. 수리는
카운티에 문의하세요.

수집가능한 품목입니다:
✓ 종이 – 신문, 사무용지, 광고 우편물, 우유
✓
✓
✓
✓

Howard County
주택 쓰레기 수거
안내

알고 계세요:
• 당사의 이메일 및 월간 뉴스레터에
가입합니다.
• 알파 리지 매립 및 폐기물 관리 재활용 시설
견학을 요청합니다
• 학교 또는 시민 단체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합니다.
• 사업체 폐기물 감사 요청을 합니다.
• 카운티의 마스터 정원사들이 주최하는 퇴비
및 빗물통 워크샵에 참석하십시오.

Bureau of Environmental Services
9801 Broken Land Parkway
Columbia, MD 21046
(410) 313-6444

매주 재활용및 쓰레기 수거는 매년 쓰레기
및 재활용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가정에게 제공됩니다.
수거일과 추가정보를 확인하려면
KnowBeforeYouThrow.org을 방문하세요.

버리기 전에 알고 있으세요

수집할수 없는 품목들 입니다:*

일반규칙

봉지를
느슨하게
유지하십시오.
재활용품을
느슨하게 함께
놓습니다.
뚜껑, 마개
또는 상표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가 깨끗하고,
비어있고 건조한지
확인합니다.

Help@HowardCountyRecycl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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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플라스틱 – 병, 통, 주전자, 단지 및 쟁반
금속 캔 – 알루미늄, 강철 캔 및 빈
에어로졸 캔
유리 – 모든 색상의 병 또는 단지
골판지 – 깨끗하고 평평하게 접은것

재활 용 시장과 제품은 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재활용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버리기 전
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우면 (파란색
쓰레기통에) 넣지 마십시요. 저희 웹사이트를 방
문하셔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U
U
U
U
U
U
U
U
U
U
U

아크릴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및 식기 (종이 또는 플라스틱)
음식이 묻은 판지 또는 종이
냅킨, 종이 타월, 휴지
비닐봉투 또는 비닐포장재
플라스틱 조개껍질 용기 및 포장
플라스틱 필름, 랩, 버블랩 또는 에어백*
스티스티로폼*
“ 탱글러” – 옷걸이, 전선, 호스, 끈
섬또는 의류*
창문유리, 세라믹, 거울

* 대체 재활용 옵션에 대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쓰레기 수거
버리기전에 KnowBeforeYouThrow.org에서
먼저 재사용, 재활용 및 기부 옵션을 살펴
보십시요.

정원 쓰레기 수거

부피가 큰 물품 및 고철

매주 쓰레기 수거날 최대 4개의 캔, 봉투 또는
꾸러미들이 수거됩니다. 각 품목의 무게는 40
파운드 미만이어야 합니다. 묶음은 길이가 4
피트 미만, 지름이 18인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커브사이드 야드 트림 컬렉션은 하워드 카운티의
대부분의 가정에 제공되며 4월 1일부터 1월
중순까지 운영됩니다. 잔디, 나뭇잎, 가벼운
덤불은 재활용 수거하는 날에 무제한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까? 410-313-6444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대량 쓰레기와 고철 수거는 410-313-6444로
전화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최대 4개의 대량
품목을 수거할수 있습니다. 물품은 두 명의 수거
작업자가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크기가
크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품은 별도로 꼬리표를
부착하게 되고 거주자의 처분으로 남습니다).
대량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수거 규칙

수거 규칙

수거 가능한 물품입니다:

•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금속 또는 튼
튼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손잡이와 방수성이 있고 잘 맞는 뚜
껑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운
티에서 제공하는 재활용 또는 음식
물 쓰레기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용기가 40갤런 이상일 경우, 내부의 각
봉투는 하나의 품목으로 계산됩니다.
• 일회용 쓰레기 봉투는 찢기지 않고 수거해
옮길 수 있는 중량 게이지 플라스틱이어야
합니다. 엎지르지 않도록 윗부분을 단단히
묶습니다.
• 특히 단체 지역에서는 동물이나 바람에 의해
엎질러 지거나 흩어진 쓰레기 또는 재활용을
청소하는 것은 거주자의 책임입니다.

다음은 수집불가 물품들입니다:*
U 자동차 부품: 타이어, 바퀴, 건전지
U 시공 잔해: 콘크리트, 건식벽, 목재, 카펫,

울타리, 캐비닛, 가전제픔 등
U 폐기물이 들어 있는 40갤런 이상의
U
U

U
U
U
U
U

컨테이너는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랩탑, 컴퓨터 모니터, TV, 전동 완구, 전기
플러그가 있는 의자 등을 포함한 전자제
유해, 독성 또는 가연성 물질 : 석면, 탄약,
폭발물, 압축 가스 탱크, 죽은 동물, 총기,
의료 폐기물 등
조경 잔해: 흙, 돌, 그루터기, 뗏장 등
페인트, 식용유, 화학품 및 모터오일과 같은
액체. 다른 액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울 / 판유리
페인트 캔(뚜껑이 완전히 비어 있거나
마르지 않은 경우)
충전식 건전지

• 재사용 가능한 개방형 용기 또는 종이 봉지를
사용하십시오.
• 줄이나 노끈을 사용하여 덤불과 나무가지를
묶습니다. 묶음은 직경이 18 인치, 길이가 4
피트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커브사이드 정원 쓰레기 수집을 받는
지역에서의 정원 쓰레기들은 정원 쓰레기
수집 기간 동안에는 쓰레기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 캔,용기, 종이 봉지 및 묶음의 무게는 40
파운드 미만이어야합니다.
• 정원쓰레기를 비닐 봉투에 넣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수거가능한 품목입니다:
✓
✓
✓
✓
✓
✓
✓

대나무
덤불/잡초
잔디
울타리 손질기/가벼운 덤불
나뭇잎
종실협 (솔방울, 수지 등)
직경이 4인치 미만이고 길이가 4피트
미만인 잔가지 또는 나무가지

다음은 수거 할수 없습니다:*
U
U
U
U
U
U
U

뿌리가 붙어있는 관목
흙/토양 멀치
일본 스틸트그래스
직경 4인치 또는 길이 4 피트가 넘는 통나무
그루터기
다른재료나 쓰레기와 혼합된 정원쓰레기
비닐 봉투, 재활용 카트 또는 바퀴 손수레에
담은 정원쓰레기

✓
✓
✓
✓
✓
✓

가전제품
옷장
가구
잔디 깍는 기계
침대 매트리스 와 박스 스프링
식탁

다음은 수거 할수 없습니다:*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건전지 *
카펫/양탄자
전기 플러그가 있는 의자
압축 가스 탱크 *
건축 및 철거잔해
드럼용기/연료 및 석유탱크
전자제품/TV
의료 폐기물
거울/판유리
전동 장난감
팔레트 *-화물 운반대
소파베드
그루터기 & 통나무 *
타이어 *
나무로된 피크닉 테이블 및 그네 세트

일반 수거 요령
• 쓰레기는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수집됩니다. 픽업 시간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품은 수거 당일 오전 6시 이전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트럭이 해당 지역을 서비스한
후에 내놓은 물품을 수거하러 다시오지
않습니다.
• 카트와 물품을 가장 가까운 공공 도로에서 5
피트 이내에 놓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지정된 지역에 물품들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 우편함, 자동차 또는 소화전을 막지 마십시요.
• 잘못된 품목 및 부적절하게 내놓은 품목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 기부할 물품들 (퍼플하트, 프리 사이클 등)
을 내놓는 거주자들은 해당 물품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실수로 수거되지 않도록 집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휴일 슬라이드 스케줄
이러한 휴일 이후에 발생하는 재활용, 야드
트림 및 쓰레기 수거는 그 주 중 하루 늦게
이루어집니다. 인쇄 가능한 스케줄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아래 휴일에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새해첫날

현충일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악천후시

*이 제품들은 Marriottsville의 2350
Marriottsville Road에 있는 알파 리지
매립지에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날씨와 도로 상황이 허용하는대로 예정된
수거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민들은 수거 용기에 눈과 얼음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원 쓰레기는 1년 내내 알파 리지 매립지에서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퇴비 처리 및 멀치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Help@
HowardCountyRecycles.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HowardCountyRecycles.org를 방문하거나 410313-6444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