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ycle All Together! 모두 재활용 하세요!
Bottles, Cans, Jugs, Tubs, Jars and All Paper
병, 캔, 모든 용기류, 모든 종이류

Plastic Cups and Tubs #2, #4 and #5

플라스틱 용기류, 재활용표시기호
#2, #4, #5

Plastic Bottles and Jugs

패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Newspapers and Inserts

Phonebooks

신문지, 전단지

전화번호부
Shredded
paper

Mixed Paper

모든 종이류

Flat and Gable-topped Cartons

음료수팩, 우유팩

Metal Cans

철캔, 알루미늄캔
No Plastic Bags

비닐봉지는 안됩니다

Shredded paper
should be inside
a stapled paper
bag only.

문서 분쇄기에 파쇄된
종이는 종이 봉투에 넣
어 스테이플러로 봉투
입구를 찍어 주세요.

Catalogs and Glossy Magazines

카탈로그, 잡지

Aluminum Foil

알루미늄 호일
Glass Bottles and Jars

Empty Aerosol Cans

빈 부탄가스

유리병류
Items must fit loosely in cart.
품목들을 재활용통에 느슨하게
넣어야 합니다.

Keep lid closed.

No Bagged Recycling

재활용품이 든 봉지 채로 버리
지 마세요

No Cardboard

재활용통 뚜껑은 항상 닫아 주세요.

Items left on ground
will not be collected.

바닦에 버려진 품목들은 수집되지 않습니다.

No corrugated cardboard in carts.

골판지(박스)는 안됩니다
See facility manager about

골판지(박스)는 재활용통에 넣지 마세요.

관리자에게 골판지(박스) 재활
용 정보를 문의 하세요 .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들은 재활용통
에 넣지 마세요.

cardboard recycling

If it is not on this list,
do not put it in!

North Carolina Law requires plastic bottles
and aluminum cans be recycled.
노스캐롤라이나 법은 플라스틱 용기와 알루미늄 캔을 재
활용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Corrugated cardboard must be recycled,
but not in the blue carts.
골판지(박스)는 반드시 재활용 해야합니다. 하지만 파란
재활용통에는 넣지 마세요.
See your manager about cardboard recycling.
골판지(박스) 관련은 관리자를 찾으세요.
Pizza boxes are OK if they are clean.
깨끗한 피자 박스는 괜찮습니다.
No plastic bags!
비닐봉지는 안됩니다.
No garbage, or recycling inside bags.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든 봉지를 버리지 마세요.
If you collect your recyclables in a bag, please empty them
into the cart first, then discard the bag elsewhere.
재활용품을 봉지에 모아오신 경우, 재활용품만 재활용통
에 넣으시고, 봉지는 다른 곳에 버려 주세요.
Plastic bags jam recycling equipment.
비닐봉지는 재활용설비 기계를 고장냅니다.
Recycle Electronics, Batteries, and Motor oil
at Solid Waste Convenience Centers.
전자 제품, 건전지, 자동차 엔진 오일은 고체 페기물 편의
센터(Solid Waste Convenience Centers)에 버려주세요.
Orange County Solid Waste Management
오렌지 카운티 고체 페기물 관리 919-968-2788
이메일:recycling@orangecountync.gov
웹사이트: www.orangecountync.gov/recyc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