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2일부터, 25피트 이상인 차량은 킹 카운티의 Algona, Renton, 

Houghton 이송 시설에서 금지됩니다. 
 
2022년 5월 2일부터, 길이가 25피트 이상인 차량은 더 이상 킹 

카운티의 Algona, Renton, Houghton 이송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 대상은 도시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상업용 운송 회사(예: Waste Management, 

Recology, Republic). 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신 Bow Lake 

(Tukwila), Factoria, Enumclaw, Shoreline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현대적이고 더 크며 추가적으로 여러 재활용 및 

폐기 옵션을 제공합니다. Bow Lake (Tukwila), Factoria, Enumclaw, 

Shoreline 시설들로 정원 폐기물을 가져가시는 고객들은 더 적은 

재활용료가 청구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더 크기 때문에 종종 대기 시간도 더 짧습니다. 

이용 고객은 대기열 확인하기에서 대기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 구역'으로부터 사람들과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되어 긴 차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장벽으로 인해 폐기 구역의 길이가 감축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규모 

시설 내 긴 차량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긴 차량은 사고 발생 및 직원과 고객들이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위험을 높입니다.  
 
 
해당 시설들로부터 우회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대체 시설까지 8마일에서 17마일의 추가 운전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의 처분 비용은 이러한 시설들에서 또한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한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이에 사과드립니다. 다른 시설로 

우회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킹 카운티의 다른 이송 시설들(Bow Lake, Factoria, Enumclaw, Shoreline)에서 사용 

가능한 폐기 수수료 $14 할인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check-the-line.aspx


 

 

 

 
 
 
Q. 킹 카운티의 Algona, Renton, Houghton 이송 시설에서 왜 25피트 차량 제한이 필요합니까? 

A. 해당 제한은 오래된 이송 시설에서의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정된 

'낙상 위험 구역'으로부터 사람들과 차량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은 콘크리트 바퀴 

정지턱을 설치해야 했고, 이로 인해 폐기물 칸의 길이가 감축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설 내 25피트 

이상의 트럭과 트레일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해당 차량은 사고 발생 및 

직원과 고객들이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위험을 높입니다. 유일한 예외 대상은 상업용 운송업자 및 

유압식 트럭과 트레일러를 소유한 상업용 계정 보유자인데, 이 경우 차량에서 내릴 필요가 없는 

상업용 처분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해당 이송 시설에서 차량 길이 제한은 새로운 조치입니까? 

A. 아닙니다. 현재 해당 이송 시설에는 트럭과 트레일러에 대한 30피트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낙상 위험 구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새로운 콘크리트 바퀴 정지턱으로 폐기 구역의 

길이가 감축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제는 제한이 25피트 길이의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Q. 왜 지금 제한을 적용합니까? 시설을 수년 동안 이용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A. 이는 실제로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오래된 시설들로 "상부 수거"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객들이 폐기물을 투하하는 

지하 트레일러가 특징입니다. 고객들이 트레일러 위의 시멘트 바닥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가파른 추락과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바닥 가장자리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출입 금지 '레드 존'(낙상 위험 구역)과 더불어, 차량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퀴 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바퀴 장벽은 수거 칸의 

길이를 감축하므로 긴 차량들은 더 이상 줄어든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기동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시설에서 우회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됩니까? 

Algona에서 제일 가까운 이송 시설:  

Bow Lake 재활용 및 이송 시설 (8마일) 

18800 Orillia Rd S (외부 약도 링크) 
Tukwila, WA 98188 
이송 시설 운영 시간 (재활용 구역 운영 

시간과 다름): 월~목: 24시간, 금: 오전 12시 

~ 오후 11:30, 토~일: 오전 8:30 ~ 오후 5:30 

재활용 구역 운영 시간 (이송 시설 운영 

시간과 다름): 월~금 오전 6시 ~ 오후 8시, 

토~일: 오전 8:30 ~ 오후 5:30  
 
Enumclaw 재활용 및 이송 시설 (17마일) 

1650 Battersby Ave E (외부 약도 링크) 
Enumclaw, WA 98022 
이송 시설 운영 시간: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  

Renton에서 제일 가까운 이송 시설: 

Bow Lake 재활용 및 이송 시설 (8마일) 

18800 Orillia Rd S (외부 약도 링크) 
Tukwila, WA 98188 
이송 시설 운영 시간 (재활용 구역 운영 시간과 다름): 월~목: 24시간, 금: 오전 12시 ~ 오후 11:30, 

토~일: 오전 8:30 ~ 오후 5:30 

재활용 구역 운영 시간 (이송 시설 운영 시간과 다름): 월~금 오전 6시 ~ 오후 8시, 토~일: 오전 8:30 ~ 

오후 5:30   
 
Factoria 재활용 및 이송 시설 (9마일) 

13800 SE 32nd St (외부 약도 링크)  
Bellevue, WA 98005 
이송 시설 운영 시간: 월~금: 오전 6:30 ~ 오후 4시, 토~일: 오전 8:30 ~ 오후 5:30 

Houghton에서 제일 가까운 이송 시설:  

Factoria 재활용 및 이송 시설 (8마일)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bow-transf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bow-transfer.aspx
http://maps.google.com/?q=18800%20Orillia%20Rd%20S+Tukwila+WA+98188+Bow%20Lake%20Recycling%20&%20Transfer%20Station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enumclaw-transf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enumclaw-transfer.aspx
http://maps.google.com/?q=1650%20Battersby%20Ave%20E+Enumclaw+WA+98022+Enumclaw%20Recycling%20&%20Transfer%20Station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bow-transf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bow-transfer.aspx
http://maps.google.com/?q=18800%20Orillia%20Rd%20S+Tukwila+WA+98188+Bow%20Lake%20Recycling%20&%20Transfer%20Station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factoria-transf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factoria-transfer.aspx
http://maps.google.com/?q=13800%20SE%2032nd%20St+Bellevue+WA+98005+Factoria%20Recycling%20&%20Transfer%20Station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factoria-transf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factoria-transfer.aspx


 

 

13800 SE 32nd St (외부 약도 링크) 
Bellevue, WA 98005 
이송 시설 운영 시간: 월~금: 오전 6:30 ~ 오후 4시, 토~일: 오전 8:30 ~ 오후 5:30 
 
Shoreline 재활용 및 이송 시설 (16마일) 

2300 N 165th St. (외부 약도 링크)  
Shoreline, WA 98133 
이송 시설 운영 시간: 월~금: 오전 7:30 ~ 오후 5시, 토~일: 오전 8:30 ~ 오후 5:30 

이용 고객은 대기열 확인하기에서 대기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운영 요일, 허가 

품목을 포함한 모든 킹 카운티 재활용 및 이송 시설의 전체 목록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이송 시설은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신정 당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Q. Houghton, Renton, Algona 이송 시설들은 50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예. 해당 이송 시설 중 두 군데(Algona와 Houghton)는 향후 몇 년 내에 대체될 예정입니다. South 

County 재활용 및 이송 시설 공사는 2023년에 시작 예정이며, 신규 이송 시설은 2026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Algona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활용, 정원 폐기물 수거, 유해 폐기물 폐기를 포함한 여러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킹 카운티는 2028년에 개장할 예정인 Northeast 재활용 및 이송 

시설의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Q. 새로운 규칙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이송 시설에 와서 대기했는데 다른 곳으로 

우회되었습니다. 킹 카운티로부터 배상을 받게 됩니까? 

A.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회되는 고객들은 다른 이송 

시설에서의 폐기료에 대한 $14 할인 바우처를 받을 것입니다. 쓰레기 폐기료는 $28이며, 재활용 

폐기료(정원 폐기물 포함)는 $16입니다.  

 
 

http://maps.google.com/?q=13800%20SE%2032nd%20St+Bellevue+WA+98005+Factoria%20Recycling%20&%20Transfer%20Station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shoreline-transf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shoreline-transfer.aspx
http://maps.google.com/?q=2300%20N%20165th%20St.+Shoreline+WA+98133+Shoreline%20Recycling%20&%20Transfer%20Station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check-the-line.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transfer.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south-county.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south-county.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south-county.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northeast.aspx
https://kingcounty.gov/depts/dnrp/solid-waste/facilities/northeas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