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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커브사이드 재활용 수거
카트에 넣으세요

2023년 서비스 성명서
연락처 정보

고객 서비스
다음 영업일 오후 4:30까지 서비스 문제 또는 수거
누락 시
www.fairfaxcounty.gov/publicworks/recyclingtrash/solid-waste-feedback-form
에 신고하거나 703-802-3322, TTY 711번으로
전화하거나 DPWESTrashCS@fairfaxcounty.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바늘 및 의료 폐기물

혼합 포장재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및 용기

유리

음식 봉지 및 포장지

기저귀

분쇄된 종이

의류

옷걸이, 호스 및 전선

배터리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Environmental Services
Solid Waste Management Program
12000 Government Center Pkwy, Ste 458
Fairfax, VA 22035

절대 커브사이드 재활용 수거 카트에
넣지 마세요

비닐 봉지, 필름 및 베개 포장

Fairfax 카운티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고객 서비스 센터는 카운티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오후 4:30까지 운영합니다.

웹사이트
QR 코드를 스캔하면 Fairfax 카운티
쓰레기 및 재활용(Trash & Recycling)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악천후/비상사태
악천후 또는 비상 상황에는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휴일 일정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모든 휴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쓰레기, 재활용, 브러시 및 벌크 수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Environmental Services
(공공 사업 및 환경 서비스부)

서비스 기본 사항
•  회색 카트는 가정용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 파란색 카트는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수
 거 당일에 카트를 오전 6시까지 내놓고 수거한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카트를 들여놓습니다.
• 카
 운티가 제공한 카트에 있는 폐기물만 수거될
것입니다.

야드 폐기물 수거
• 매
 년 3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야드 폐기물(잔디,
낙엽, 및 트리밍 잔여물)은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

• 야
 드 폐기물용 고형 용기나 자연분해용 종이 야드 폐기물
봉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
 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fairfaxcounty.gov/publicworks/recyclingtrash/trashrecycling-container-request
에서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 브러쉬/큰 나뭇가지- 대형 목재 제외! 대나무 제외!
• 벌크 항목—가구, 목재, 카펫, 매트리스 및 대나무

• 전
 자기기 폐기물—전화기, TV, 컴퓨터와 주변 기기,
카메라
• 금속 가전 제품 및 기타 금속 품목

• 하수/정화조 폐기물을 포함한 액체

•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 건
 설 및 철거 잔여물 (건식 벽체, 널판지 지붕, 지붕
재료, 절연재, 콘크리트)
• 동물 사체

• 깨
 진 유리(박스에 담고/테이프로 밀봉한 후 "유리"라고
표시해야 함)
•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의료 폐기물

보라색 캔 클럽

안전상 이유로, 모든 측면에서 20피트 내에는 깨끗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위쪽 포함). 유틸리티 전선이나
나뭇가지 아래에 찌꺼기를 두지 마십시오.
• 냉매가 포함된 가전 기기

다음은 폐기물 또는 재활용 카트에 담지 않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 압축 실린더(모든 크기)

귀하의 서비스에는 최대 2 입방야드 이하에 대해 오[5] 회의
무료 특별 수거가 포함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특별 수거
일정을 예약하십시오. 폐기물 더미는 유형별로 분리해야
합니다(혼합이 아닌 브러시 또는 금속만).

픽업 유형:

허용되지 않는 물질

• 페
 인트, 오일, 석면, 기타 화학 폐기물, 배터리를 포함한
유해 폐기물

특별 픽업

• 소
 량의 야드 폐기물은 번들로 묶을 수 있습니다(길이
4피트, 무게 50파운드 이하).
• 나
 뭇가지의 경우, 직경이 6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airfaxcounty.gov/publicworks/special-pick-up
에서 확인하십시오.

• 야
 드 폐기물에는 토양, 뿌리 덮개, 잔디, 그루터기, 뽑힌
나무 전체, 큰 나뭇가지, 침습성 물질 또는 대나무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봉투는 10개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개 이상의 묶은 야드 폐기물 번들은 특별 수거를 위해
예약하셔야 합니다.

FAIRFAX RECYCLES

최신 정보 갱신
이메일로 최신 정보를 받으시기 위해 등록하십시오

www.fairfaxcounty.gov/publicworks/recyclingtrash/trash-collection-e-updates

편리한 유리 수거함을 이용하여 유리병과 항아리를
재활용하십시오.

www.fairfaxcounty.gov/publicworks/recyclingtrash/glass

버지니아주 Fairfax 카운티 2022년 8월 간행물

다른 형식으로 이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703-324-5230,
TTY 711번으로 전화주십시오

FAIRFAX RECYCLE 소식지는 폐기물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구독 신청십시오.
www.fairfaxcounty.gov/publicworks/recyclingtrash/subscribe-fairfax-recyc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