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 세이버 안 됨

광택이 나는 코팅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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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식용유, 반려동물 배설물, 유리, 금속, 액체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식물, 깎은 잔디, 잡초
(플라스틱 화분, 노끈, 원예 테이프, 철사끈 제거)
•잎, 나무, 가지, 뿌리
(4피트 조각으로 자르고 지름은 4인치보다 작아야 함)
핼러윈 호박등에서 초를 제거합니다

음식 찌꺼기

식물 및 정원 쓰레기 코팅 안 되어 있는 종이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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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 음식물 쓰레기 및 정원 쓰레기
이품목은 퇴비용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세요!

*승인된 퇴비 봉투 목록은 cedar-grov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쁜 퇴비통.

따라하기 쉬워요!

오래된 피처와 같은 재사용
이가능한 주방 용기

종이 봉투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승인 포장재*. 

다음을 포함합니다: 피자 상자, 
음식이 묻은 종이 타월 및 냅킨, 
광택이 안 나는 종이 접시

다음과 같은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통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초과정원 쓰레기: 초과 정원 쓰레기에 대해서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초과 정원 쓰레기는 잔디와 잎을 넣는 커다란 종이 
봉투또는 손잡이와 뚜껑이 달린 32갤런 용기(65파운드 
한도)에 담아 "yard'라고 표시합니다. 잔디와 잎을 넣는 종이 
봉투용량을 초과하는 정원 쓰레기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와 코팅 안 되어 있는 종이는 
반드시퇴비용 카드에 담아야 합니다.    



No Pizza Saver

No Shiny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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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LASTIC, COOKING OIL, PET WASTE, GLASS, METAL OR LIQUIDS 

Including:
•Plants, grass clippings, and weeds
(Remove plastic pots, twine, gardening tape and twist ties)

•Leaves, trees, branches, and roots
(Cut 4-foot sections and be smaller than 4-inches in diameter)

Remove candles from Jack o lanterns

FOOD SCRAPS

PLANTS AND YARD DEBRIS UNCOAT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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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T | FOOD SCRAPS AND YARD DEBRIS
These items go in your compost cart.

BEGIN COMPOSTING FOOD WASTE!

*For a list of approved compostable bags, visit cedar-grove.com

A stylish compost pail.

It’s easy to do!
Here’s what you can use

to collect food scraps

before you add it to you

compost cart:   A reusable kitchen container,

such as an old pitcher. 

A paper bag or approved

compostable bag*. 

Extra Yard Waste: Put extra yard waste in large yard and leaf 

paper bag or 32-gallon containers with handles and lids (65 lb. 

limit); label “yard”. Use the yard and leaf paper bags to store extra 

yard debris only. Food scraps and uncoated paper must be placed 
in the compost cart.    

Including:
Pizza boxes, food-soiled paper towels 

and napkins, non-shiny paper plates

Mon-Fri 7am–7pm, Saturday am–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