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BALTIMORE),
새로워진 쓰레기통을 만나보세요!
더 이상 분리하거나 구부리거나 들어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재활용 쓰레기통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어
이동하기에 쉽고 뚜껑이 있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유 공간을 확보하면 주민들이 재활용하기도
더 쉽고 더 넉넉한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도시에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시의 주거폐기물 고객(도시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서비스를
받는 고객)만 재활용 쓰레기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
수거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합니까?
재활용일은 311로 전화하거나 도시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은 수거 전날 밤 또는 예정된 수거일 오전
6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화원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를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현재
수거 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쓰레기 유형은
무엇입니까?

제공되는 재활용 쓰레기통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은 65갤런 규모의 재활용 쓰레기통을 받게 됩니다. 이
크기는 녹색 일반 쓰레기통의 크기와 같습니다. 35갤런 규모의
작은 용기를 요청하려는 경우 311에 전화하거나 앱을
사용하거나 311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특정 가구에 배정됩니까?
예. 재활용 쓰레기통 앞에 추적 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특정 가구와 연결됩니다. 공공사업부(DPW)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통에 식별자를 남기도록 하여 분실하더라도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왔으나 받고 싶지 않습니다.
회수됩니까?

길가에서 다음과 같은 비어 있거나 건조한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됩니다.

쓰레기통을 적어도 한 달 이상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 후에도 쓰레기통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11로 전화하여 철회 요청을 하십시오.

• 플라스틱병, 용기, 주전자 병

기존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알루미늄 캔

주민이라면 다른 가구용이나 추가 보관을 위해 쓰레기통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곳의 분리수거장에서 대형 폐기물로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 강철/주석 캔
• 신문

분리수거장의 위치를 찾으려면 다음에 방문하십시오.
publicworks.baltimorecity.gov/solid-waste/drop-off

• 판지(평평해야 함)
• 혼합된 업무용지, 스팸 메일 등

쓰레기통에 바로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야 합니까?

• 유리병 및 용기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해서는 안 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일반쓰레기, 실외 쓰레기, 호스, 전선, 체인, 이물질이 묻은
음식 용기, 스티로폼, 의류, 러그, 수건, 신발은 안 됩니다.
고철은 도시의 분리수거장 중 한 곳이나 고철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포장지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비닐봉지와 포장재는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장비 막힘 고장을 야기하며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재활용하려면 해당 지역의 참여
소매점이나 식료품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 재활용 쓰레기통 및 일반 쓰레기통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집의 뒤 또는 옆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보관하십시오. 집
앞에 두는 경우, 보도를 가로막지는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재활용 쓰레기는 해당 쓰레기통에 여유 있게 담아야
합니다. 비닐봉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센터
에서 비닐봉지로 인해 장비가 고장 나므로 비닐봉지에
담긴 재활용품의 경우 오염으로 간주됩니다.
쓰레기통을 도난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각 쓰레기통에는 주소가
배정됩니다. 쓰레기통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DPW에서 문제를 추적하고
쓰레기통 수리 또는 교체를
준비할 수 있도록 311에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Publicworks.baltimorecity.gov/residential-recycling-carts에
방문하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일부 자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