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eitgreenbinit.ca

지방, 오일 및 그리스는

파이프를 막히게 합니다

닦아 내서         녹색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지방, 오일 및 그리스가 하수구로 내려가면, 
이들이 굳어져서 파이프를 막히게 하고 
하수구를 역류시키며 이를 고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물은 하수구에 
버리지 마시고 녹색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지방: 유제품, 마가린, 쇼트닝 
및 그레이비.

오일:  식용유 (올리브, 
코코넛, 카놀라, 식물성, 땅콩 
등), 샐러드 드레싱 및 
마요네즈.

그리스:  육류 조리시 나오는 
동물성 지방.

다량의 식용유 및 그리스가 발생할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같이 디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를 받아주는 인근 디포를 
찾으시려면 웹사이트 wipeitgreenbinit.ca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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