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 리지 매립지 주민 편의 센터
예, 우리는 다음 품목을 받습니다:

HoCoGro 제품
알파 리지 매립지 목재 폐기물 구역으로 가져온
재료는 현장에서 퇴비, 멀치 및 토사 혼합물로
처리됩니다. 거주자는 이러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려면 당사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퇴비 설명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뒤뜰에서
퇴비를 성공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숙련된
정원사가 후원하는 퇴비 시연을 직접보고 무료
퇴비상자를 가져옵니다. 데모 일정은 410-3136444로 전화하거나 HowardCountyRecycles.org
를 방문하십시오.

휴일 슬라이드 일정
알파 리지 매립지의 주민 편의 센터는
폐쇄됩니다:

새해첫날

현충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주민 편의 센터

카운티 거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폐품을 뒤지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간
월요일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350 Marriottsville Road
Marriottsville, MD 21104
410-313-6444
KnowBeforeYouThrow.org

독립기념일

성탄절

가이드 투어
가이드 투어를 예약하고 주민 편의센터에서
수집 된 품목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퇴비화 시설
및 재활용 처리 센터 투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10-313-6444로 문의하십시오
2021년 5월

Alpha Ridge Landfill

버리기 전에 알고 있으세요

✓ 미국 국기 – 미국 재향군인회의 은퇴를 위한
미국국기.
✓ 부동액 – 액체를 탱크에 붓습니다.
✓ 건전지 – 자동차, 보트 및 오토바이. 충전식
및 기타 비알칼리성 건전지는 HHW
로 허용됩니다. 알칼라인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에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 재사용 가능한 자전거 만 해당.
세발 자전거 나 모터가 달린 자전거는
안됩니다.
✓ 책 - 문고판 및 양장본
✓ 건축 자재 (재사용 가능) – 난간, 욕조,
캐비닛, 조리대, 문, 하드웨어, 조명기구, 목재,
몰딩, 배관 설비, 선반, 계단, 변기, 창문 등.
✓ 골판지 – 평평하게 해 주십시오.
스티로폼이나 포장재는 안됩니다.
✓ 의류 및 섬유 – 의류, 커튼, 시트, 담요, 수건,
모자, 벨트, 핸드백, 짝이 맞는 신발.
✓ 압축 가스 탱크 – 소화기, 프로판, 헬륨 및
산소 탱크.
✓ 식용유 – 사용한 식용유. 용기에 비우십시오.
✓ 전자 제품 –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아닌
플러그로 전기를 공급하는 품목.
✓ 음식 찌꺼기 – FeedTheGreenBin.org을
방문하여 허용되는 품목을 확인합니다.
포장된 경우, 반드시 퇴비가 가능한
봉투를사용해야 합니다.
✓ 매트리스 및 박스 스프링 – 모든 크기의
건조한 매트리스 및 박스 스프링. 세로로
적재하십시오.
✓ 의료 장비 –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및 보조
장치와 같은 재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 장비. 전동식 품목은 안됩니다.
✓ 금속 – 가전제품, 그릴, 에어컨, 자동차 부품,
가구, 잔디깍는 기계, 구리 및 놋쇠 품목,
알루미늄 사이딩, 타이어 체인, 조명기구,
타이어 림, 울타리, 케이블 등. 모터의 오일과
연료를 빼주십시오. 에어컨과 냉장고를
지정된 장소에 놓으십시오. 프레온 제거
수수료는 상업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 오일 및 필터 – 모터 오일, 오일 필터 및 유압

오일(브레이크, 변속기 및 파워 스티어링).
✓ 견고한 플라스틱 – 양동이, 정원용 가구, 세탁
바구니, 화분, 쓰레기통 등. PVC 파이프는
안됩니다.
✓ 타이어 – 자동차 및 트럭 타이어. 연간
타이어 4개를 제한합니다. 림은 안됩니다
✓ 쓰레기 – 마지막 수단입니다! 기부할 수
없고, 수리할 수 없고, 재활용 할 수 없는
품목.
✓ 나무 & 정원쓰레기 – 덤블, 관목, 통나무,
그루터기, 풀, 잎, 팔레트, 보존처리되지 않은
재목 등. 비닐봉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시장 및 공급업체의 변화에 따라 재료가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품목들 *
U 탄약
U 죽은 동물
U 뜨거운 재
U 폭발물
U 엔진블락 (2인치 이상)
U 부스러지기 쉬운 석면
U 의료 폐기물
U 방방사능 폐기물
U 정화조 폐기물
*추가 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알 파 리 지 매 립 지 주민 편의 센터
가정용 유해 폐기물 (HHW) 처리장
건설 부산물
건축 및 철거 잔해는 가정용 쓰레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재료에는 카펫, 캐비닛,
조리대, 건식 벽체, 처리된 목재,
팔레트, 나무, 플라스틱 울타리 및 기타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재를
운송하는 차량은 스케일 하우스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환승 역 구역에서
하역해야합니다.

거주자만 사용
토요일만

4월 부터 11월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은 위험 할
수 있으며 HHW로 간주됩니다. 부식성, 인화성,
반응성 또는 독성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 보관
또는 폐기될 경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녹색의 천연 세제조차도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책임있게 폐기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가기 전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 재료를 원래 용기에 담거나, 라벨을 명확하게
부착하고, 누출 방지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 뚜껑이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용기에 서로 다르거나 알려지지 않은
재료를 함께 섞지 마십시오.
수거 현장 에서:
HHW 드롭오프 영역으로 안내받을것이고
화학자 테이블 중 하나에 품목을 두라고
할것입니다.
현장 화학자들이 재료들을 검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가 가져온 알수없거나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재료를 식별하는 데 있어
귀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받을수 있는 품목입니다:
차량용 오일(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
건전지* (충전 가능, 버튼, 리튬)
세제 / 분말
탈지제
형광등/CFL*
가솔린, 디젤 연료
살충제, 농약, 제초제
수은 온도계 및 온도 조절기
페인트
사진 화학물질
녹 제거제
용제/긁어내는 도구
수영장 화학 물질
온도계**

✓
✓
✓
✓
✓
✓
✓
✓
✓
✓
✓
✓
✓
✓

*소매점에서는 무료 고객 반품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KnowBeforeYouThrow.org를 방문하십시요.

다음은 받을수 없는 품목입니다:
U
U
U
U
U
U
U

석면
상업, 산업 또는 의료 폐기물
다이옥신
폭발물 또는 탄약
케폰 (살충제)
PCB의 물질
방사성 물질. 방사선 보건국 410-5373300으로 전화주십시오.

조언: 표면 청소 시 백식초, 소금과 물을 사용하시고
변기 청소시 베이킹소다 를 사용하십시오.
조언: 페인트를 자연건조 시키거나 굳히려면 고양이
배설물 깔개 (키티 리터), 잘게썬 신문지 또는
경화제를 첨가하십시요. 페인트가 굳으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십시요.
책임있는 소비자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wardCountyMD.gov/HHW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