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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쓰레기는 모두 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기타 쓰레기

쓰레기 가이드라인
지켜야 할 사항:
  •쓰레기는 모두 봉지에 담아 묶습니다. 
  •애완동물 쓰레기, 애완동물 배설물, 
     포장 완충재, 청소기 먼지, 톱밥과 식은  
     잿가루는 봉지를 한 번 더 씌웁니다.

초과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 크기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
니다. 쓰레기를 통에 담을때, 초과된 양 때문에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지 않고 6인치 이상 열려 
있으면 초과 쓰레기에 대한 별도 요금이 부과됩
니다.

매트리스, 대형 가전제품 및 건축 자재 등 
대형 쓰레기는 별도의 조정을 통해 수수
료를 받고 수거합니다.

재활용 할 수 없는 종이

재활용 할 수 없는 금속류

재활용 할 수 없는 유리

재활용 할 수 없는 플라스틱

“DANGEROUS, POISONOUS, CAUTION, WARNING” 써있는 제품들은 신중하게 처리해야합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은 제대로 폐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LHWMP.ORG 방문하시거나 206-296-4682 전화 주십시요 .

•일회용 물티슈•양장본(하드커버)서적  •은박 포장지
•왁스로 코팅된 종이 혹은 광택나는 종이 접시들      
•화장지•은박 포장지     
•분쇄한 종이 (팁: 퇴비용 카트 안에 넣을수 있습니다)

포함:

•캡, 뚜껑 (직경 3인치 미만)  •빈 기계오일 용기
•빈 기계 오일 용기
   (뚜껑을 제거합니다;말라서 굳은 페인트는 괜찮습니다)
•날카롭거나 기름이 묻은 금속

포함:

•전구들 (형광등 전구와 막대 전구는 특별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포함:

•발포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접시  •캡과 작은 뚜껑
•빈 약병 (바이알) 

포함:

플라스틱 봉지는 모아서 가방에 담아 
식료품점에 다시 가져다줍니다. 

•오래된 행주  •식은 잿가루  
•진공청소기 봉지 및 먼지  •고장난 사무용품
•애완동물 배설물, 고양이 모래 (캣리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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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wipes  •Hardcover books  •Foil wrapping paper
•Coated, shiny paper plates  •Facial tissue
•Shredded paper (TIP: Can be placed loose in compost cart)

•Light bulbs (Fluorescent light bulbs and tubes need special disposal) 

•Styrofoam products  •Plastic plates  •Caps and small lids
•Plastic plates and utensils  •Empty prescription v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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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BAGE
Bag all garbage and put it in your garbage cart.

NON-RECYCLABLE PLASTIC NON-RECYCLABLE PAPER

OTHER GARBAGE

GARBAGE GUIDELINES

NON-RECYCLABLE GLASS

Bag plastic bags and bring them 
back to the grocery store.

•Caps, lids (Less than 3 inches in diameter)  •Empty oil containers
•Empty latex paint cans (Remove lids; dried, hardened paint ok)

•Sharp or greasy metal

NON-RECYCLABLE METAL

Please:  
 • Bag all garbage. 
 •  Double bag pet waste, pet litter, packing 

peanuts, vacuum dust, sawdust and 
cold ashes. 

EXTRA GARBAGE 
Garbage charges are based on cart size. There 
is a charge for extra garbage that doesn’t fit 
in your cart with the lid closed. If your 
garbage cart lid is open more than 6 inches, 
there will be a charge for extra garbage. 

Bulky items such as mattresses, large 
appliances and building materials can 
be picked up by special arrangement 
for a fee. 

Mon-Fri 7am–5pm, Saturday 9 am–1 pm 

Products that read “Dangerous, Poisonous, Caution, Warning” must be handled with caution.
Please properly dispose of unwanted household hazardous waste. 
Visit lhwmp.org or call 206-296-4692 for details.

Including:

Including:

Including:

Including:

Including:
•Cold ashes  •Vacuum bags and dust  
•Broken office supplies  •Pet waste, cat litter  
•Plastic packaging for food and oth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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