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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재활용은 늘리고.)



D.C.에서 재활용 가능한 아이템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물건을 재활용하여 D.C.가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도록 도우실 수 있습
니다.

허용되는 아이템

종이
컵&용기
납작하게 접은 종이상자
우유, 주스 및 스프 종이팩
신문/잡지
책/전화번호부
광고 우편물 & 사무실 폐지
(모든 아이템은 깨끗하고 비어 있
어야 함.)
*티슈는 제외

플라스틱
컵 & 용기
병 & 뚜껑
부피가 큰 아이템
(모든 아이템은 깨끗하고 비
어 있어야 함.)

**비닐 봉지는 y)
제외
*폴리스티렌 폼은 제외
*빨대나 주방도구는 제외

금속

유리

스틸 & 알루미늄
병/캔/용기
(모든 아이템은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함.)
*페인트통은 제외

유리병/유리통
(모든 아이템은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함.)
*창문 또는 도자기류는 제외

재활용품 준비하는 방법
 재활용품은
깨끗하고 비
어 있어야 합
니다.



재활용품을 봉지에 넣지 마세
요. 재활용 용기에 그냥 넣어
주세요. 유용한 정보: 식료품 가
게에서 받은 봉지는 참여하는 가게에
재활용을 위해 가져다 주세요.

 2’’ x 2’’보다 작은 아이템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주방도구, 빨
대 , 드레싱 또는 양념이 담겼던
작은 컵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
다.

컬럼비아 특별구 재활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zerowaste.dc.go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부에 관한 일반 정보는dpw.dc.go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
니다.

목록에 기재된 아이템만 재활
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
면zerowaste.dc.gov를 방문하세
요.
팔로우@dczerowaste #ZeroWaste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