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제품(대형)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대형 가전제품 예시: 냉장고, 

냉동고, 스토브, 식기세척기, 의류 세탁기 또는 건조기 및 온수기 - 별도 
품목으로 카트 옆에 배출) – 수수료 적용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냉매 유형: 각 $30)
EPSE - pse.com/rebates/recycling/fridge-and-freezer-recycling-rebates

가전제품(소형)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2피트 x 2피트 x 2피트 또는 그 

미만 및 60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재활용 카트 옆에 배출)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2피트 x 2피트 x 2피트 또는 그 미만 및 

60파운드 미만) – 수수료 없음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대부분 철제 가전제품) – 수수료 없음

건전지(알칼리, 버튼 및 충전지)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충전지 및 일회용 건전지를 

분리해 별도의 깨끗한 봉지에 담아 밀봉해 재활용 카트 옆에 배출)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충전지 및 일회용 건전지를 분리해 
별도의 깨끗한 봉지에 담아 밀봉) – 수수료 없음

s Factoria 가정용 유해 폐기물 배출 장소– 수수료 없음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Y 양호한 상태의 자전거를 자선단체에 기부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 – 수수료 없음

책(양장)
Y 양호한 상태의 책을 자선단체에 기부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 – 수수료 없음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 – 수수료 없음 

의류 및 직물

Y 양호한 상태의 물품을 자선단체에 기부 – 수수료 없음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깨끗하고 건조한 의류 및 

가정용 직물을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아 재활용 카트 옆에 배출)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깨끗하고 건조한 의류 및 가정용 
직물을 깨끗한 비닐봉지에 배출) – 수수료 없음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깨끗하고 건조한 의류 및 가정용 직물) –  
수수료 없음

 젖었거나 곰팡이가 슬었거나 위험 물질로 오염된 것을 제외한 모든 상태의 
의류, 신발 및 리넨(손상된 물품 포함)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원하는 지역 
단체를 찾아보십시오. kingcounty.gov/threadcycle

건설 및 철거 잔해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 – 수수료 적용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덤프 트럭, 덤프 트레일러, 플랫베드 덤프트럭 

또는 롤 오프 상자에서는 수거하지 않으며, 롤 오프 상자 및 품목은 길이 8
피트 및 무게 200파운드로 제한) – 수수료 적용

식용유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대형 고형물이 포함되지 않은 
기름을 비틀어 여는 마개가 달린 깨끗하고 투명한 플라스틱병에 담아 
밀봉하고 이름 및 주소가 기재하여 재활용 카트 옆에 배출)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대형 고형물이 포함되지 않은 기름을 
비틀어 여는 마개가 달린 깨끗하고 투명한 플라스틱병에 담아 밀봉하고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 수수료 없음 배출당 3갤런/연간 10
갤런으로 제한

전자 제품

 고장났거나 필요 없거나 낡은 전자 제품 재활용 (참여 업체 지점에서 무료로 
TV,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전자책 단말기 및 휴대용 DVD 플레이어 
배출) – 수수료 없음
• Batteries Plus 14917 NE 20th St
• PC Recycling 13107 NE 20th St, Ste 2
• Video Only 14339 NE 20th St
다음 주소에서 더 많은 지점 확인: ecyclewa.org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2피트 x 2피트 x 2피트 또는 그 
미만 및 60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재활용 카트 옆에 배출)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2피트 x 2피트 x 2피트 또는 그 미만 및 
60파운드 미만) – 수수료 없음 

형광등 및 전구, CFL(소형 형광등), & HID(고휘도방전) 조명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형광등, CFL(소형 형광등) 및 HID(고휘도방전) 조명은 참여 업체 지점에서 
무료로 재활용.

 • Bartell Drugs(CFL만 해당) 10116 NE 8th St & 11919 NE 8th St
 • Batteries Plus Bulbs 14917 NE 20th St
 • Seattle Lighting 14505 NE 20th St
 다음 주소에서 더 많은 지점 확인: lightrecycle.org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 
 (각 수거당 2개 등/전구 및 연간 10개 전구/등으로 제한) – 수수료 없음
  • 등: 종이에 싸서 테이프로 고정. 길이는 4피트 이하.
  • 전구: 비닐봉지에 밀봉.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      

(각 수거당 2개 등/전구 및 연간 10개 전구/등으로 제한) – 수수료 없음 
 • 등: 종이에 싸서 테이프로 고정. 길이는 4피트 이하.

  • 전구: 비닐봉지에 밀봉.
가구

Y 양호한 상태의 가구를 자선단체에 기부 – 수수료 없음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 

(별도 품목으로 카트 옆에 배출) – 수수료 적용

라텍스 페인트

 사용한/미사용 라텍스 페인트는 참여 업체 지점에서 재활용(일정 예약 
불필요) – 수수료 적용

 • Habitat for Humanity 13500 Bel-Red Road
 다음 주소에서 더 많은 지점 확인: greensheenpaint.com

특이 품목에 대한 연중 재활용 안내

주요 사항
&  REPUBLIC SERVICES 도로변 수거  전화: 425-646-2492

물품 수거 장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  
 1600 127th Ave NE, Bellevue, WA 98005 밸뷰 거주 고객만 해당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차량 적재 전에 질문이나 수거 물품에 대해 425-452-4762번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페이지 방문: RepublicBellevue.com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 
 13800 SE 32nd Street, Bellevue, WA 98005
 월요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오후 4시|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및 신년 휴무  206-477-4466 번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페이

지 방문:  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 
transfer/factoria-transfer.aspx

s FACTORIA 가정용 유해 폐기물 배출 장소 
 13800 SE 32nd Street, Bellevue, WA 98005
 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월요일 

휴무  206-296-4692번 또는 다음 페이지 방문: hazwastehelp.org

매트리스 또는 박스 스프링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 
(별도 품목으로 카트 옆에 배출) – fees apply  

 약물(원치 않거나 유통기한 만료된) 
 참여 업체 지점에 있는 수거함에 안전하게 반환: 
 • Bellevue 경찰서 450 110th Ave NE 
 • Eastgate 공공보건센터 약국 14350 SE Eastgate Way 
 • Kaiser Permanente Bellevue 약국 11511 NE 10th St 
 • Kaiser Permanente Factoria 약국 13451 SE 36th St 
 • Lakemont 약국 4935 Lakemont Blvd SE Ste B4
 • Pharmacy Plus 1299 156th Avenue NE
 • QFC Pharmacy #822 3550 Factoria Blvd SE
 • QFC Pharmacy #859 2636 Bellevue Way NE
 • QFC Pharmacy #874 1510 145th Pl SE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 방문: kingcountysecuremedicinereturn.org

자동차 오일 및 필터

s Factoria 가정용 유해 폐기물 배출 장소 – 수수료 없음 
다음 상점에서는 사용한 자동차 오일 을 수거합니다. (배출할 오일을 재사용 가능한 통에 부어 다음 
장소에 가져간 뒤 수집 탱크에 붓기) 수수료 적용 가능.     
 • Auto Zone 15063 Main St

 • Chasworth Auto  12404 SE 38th St
 • Greg’s Japanese Auto 13421 NE 20th
 • Jiffy Lube 14001 NE 20th St
 • Len’s Automotive 1620 136th Pl NE
 • Newcastle Shell 6420 Lk WA Blvd SE   

• Northtowne Chevron 2626 Bellevue Way NE
 • O’Reilly Auto Supply - Eastgate 15303 SE 37th St
 • O’Reilly Auto Supply - Factoria 4000 - 128th SE
 • O’Reilly Auto Supply - Overlake 15425 NE 24th St
 • The Pit Stop 618 116th Ave NE

다음 상점에서는 사용한 자동차 오일 필터 를 수거합니다. (오일 필터를 24시간 동안 배수하고 
재활용할 오일을 수집) 수수료 적용 가능.

 • O’Reilly Auto Supply - Eastgate 15303 SE 37th St
 • O’Reilly Auto Supply - Factoria 4000 - 128th SE
 • O’Reilly Auto Supply - Overlake 15425 NE 24th St
 • Surrey North Auto Repair   13234 Bel-Red Rd

플라스틱

Y 양호한 상태의 물품을 자선단체에 기부 – 수수료 없음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양동이, PVC 파이프, 세탁물 바구니, 

정원용 플라스틱 가구, 장난감 및 아이스박스와 같은 경질 플라스틱) – 
수수료 없음 

프로판 탱크 및 실린더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빈 실린더만 해당 – 탱크 해당 안 됨) – 
수수료 없음

s Factoria 가정용 유해 폐기물 배출 장소 – 수수료 없음

E 충전 가능한 프로판 용기 선택 – 자세한 정보는 refuelyourfun.org에서 
확인 

금속 고물

& Republic Services에 전화해 수거 일정 예약(대형 물품만 해당) –  
수수료 적용 가능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3인치 이상 뚜껑을 포함해 나무, 
플라스틱, 고무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 모든 철제 및 비철제 금속 고물. 
카트 내에 작은 조각 배출 가능) – 수수료 없음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철제가 50% 또는 그 이상인 물품 또는 최대  
8피트 및 200파운드인 물품) – 수수료 없음

분쇄한 종이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깨끗한 재활용 비닐봉지에 넣어 혼합 종이 
쓰레기통에 배출한 경우만 해당) – 수수료 없음

E 커뮤니티 분쇄 행사에 기밀 종이 문서를 지참 – 자세한 정보는  
atg.wa.gov/community-shred-events에서 확인 

스티로폼 블럭

l  Republic Services 재활용 배출 센터(포장 완충용 패킹 피넛 제외) – 수수료 
없음

타이어

E 타이어 상점 또는 판매대리점에 전화해 타이어 재활용 옵션 및 수수료를 
문의하십시오.

나무(페인트와 얼룩이 없는 미처리 목재)
n Factoria 재활용 및 운송장(페인트와 얼룩이 없는 미처리 목재, 합판, 팰릿 

및 상자이며 8피트 이상 길이의 목재 제외) – 수수료 없음

수거 및 물품 배출 장소를 조정하는 방법
벨뷰시 재활용 장소에 대한 주요 정보는 아래 참조

*일부 물품 재활용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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