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및 재활용
서비스 가이드

쓰레기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에 중요합니다

Korean

hornsby.nsw.gov.au/waste
쓰레기 핫라인 13 70 30

재활용 쓰레기통은 노랑 뚜껑
뛰어난 재활용 유지

노랑 뚜껑이 달린 재활용 쓰레기통은 이 주에 한 번 수거하며 같은 날 빨간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과 정원 쓰레기를 담는 녹색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도 격주로 수거됩니다.

도로 경계석에서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는 자원 회수 시설로 운반하고 거기서 분류 및 압착이
된 후 기타 제조업체로 운송된 다음 새로운 제품으로 바뀝니다. 일부 품목들은 시드니 도심
지역의 경우 처리 시설에서 자체 재활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쓰레기 담을 공간이 더
필요하면 노랑 뚜껑이 달린 재활용 쓰레기통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닐 봉지와 연질 플라스틱 포장을 노랑 뚜껑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이런 연질
플라스틱은 분류시설 기계에 낍니다”

재활용 힌트
■

■

■

내용물이 없는 재활용 대상은 모두 노랑 뚜껑 재활용
쓰레기통에 적당량 넣습니다. 액체류나 음식물은 넣지 마세요.
용기는 간단히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적힌 숫자와 삼각형은 무시하세요.
부엌, 욕실, 세탁실에서 쓰던 경질 플라스틱 용기 모두는
재활용합니다.
비닐 봉지와 연질 플라스틱 포장과 배터리는 노랑 뚜껑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수거일 확인은 hornsby.nsw.gov.au/waste 를 방문하거나 쓰레기 핫라인 전화 13 70 30 으로 전화하세요

TAB

예

수거 가능:
■
■
■
■
■

유리병 종류(뚜껑 제거).

신문, 책, 전단, 잡지 (비닐 포장 제거할 것).

판지, 피자 상자, 종이, 코팅된 우유 및 쥬스 팩.

알루미늄 캔, 깨끗한 호일, 양철 캔, 내용물이 없는 에어로졸 캔.

식품, 음료, 샴푸, 세제 및 가정용 세제 병 및 용기를 포함하여 주방,
욕실 또는 세탁실에서 사용되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 및 병 일체.

재활용

아니오

수거 불가:
■
■
■
■
■
■
■

비닐 봉지와 연질 플라스틱 포장지,스티로폼.
배터리.
음식 찌꺼기, 기저귀, 정원 쓰레기.
장난감, 옷, 창문유리, 거울.
고철 및 가전제품.
주사기 포함 의료 쓰레기.
잘게 찢은 종이, 왁스 칠한 판지.

TAB

녹색 뚜껑이 달린 정원 쓰레기통
정원 쓰레기를 값진 퇴비로 전환하기

녹색 뚜껑이 달린 정원 쓰레기통에 든 정원 유기물은 퇴비 시설로 보냅니다. 이 시설에서 퇴비, 우드칩 및 기타 유기 제품을 제조합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원 유기물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정원 쓰레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랑 뚜껑이 달린 재활용 쓰레기통은 이 주에
한 번 수거하며 같은 날 빨간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과 정원 쓰레기를 담는 녹색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이 격주로 수거됩니다. 쓰레기 담을 공간이 더
필요하면 녹색 뚜껑이 달린 정원 쓰레기통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혼즈비 주민들은 해마다 18,000 톤이 넘는
정원 쓰레기를 재활용하며 소중한 유기물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녹색 뚜껑 정원 유기농 쓰레기통과 빨간 뚜껑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줄이세요.
집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 야채 찌꺼기 및 기타 유기물은 정원이나 화분에 사용할
비옥한 토양과 액체 비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거나 퇴비통 또는
지렁이 퇴비통 반액 할인권을 받으려면
idigcompost.com.au 를 방문하십시오.

워크숍 날짜와 좌석을 예약하려면 카운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예약필수).

수거일 확인은 hornsby.nsw.gov.au/waste 를
방문하거나 쓰레기 핫라인 전화 13 70 30 으로 전화하세요

예

수거 가능:
■
■
■
■

벤 풀, 꽃, 잡초.

자른 가지, 떨어진 나뭇잎.

나뭇가지와 작은 가지 (최대 직경 75mm, 길이 1200mm).
자른 가지 (쓰레기통 뚜껑을 완전히 닫아야 함).

아니오

수거 불가:
■
■

■
■
■

비닐 봉지, 플라스틱 포장지, 음식 쓰레기.
큰 가지 (직경 75mm 이상), 플라스틱 포장지,
음식 쓰레기.
목재 및 건축 자재.
정원 호스 및 정원 화분.
중량 70 킬로 초과 쓰레기통.

빨강 뚜껑 쓰레기통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절감

빨강 뚜껑 쓰레기통은 매주 수거합니다. 과포장을 피하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대량으로 구매하고, 가능한 한 재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빨간 뚜껑 쓰레기통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봅시다. 길에 내놓는 쓰레기통에 든 일반 쓰레기는 시드니 서부의 이동
시설로 옮긴 후 선적 컨테이너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철도로 골번
근처의 우드론 바이오리액터 (매립지)로 운반하여 매립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혼스비

샤이어의 빨강 쓰레기통의
평균 35% 를 차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양을
줄이게 됩니다.”

줄이세요. 재사용하세요. 재활용하세요.

빨강 뚜껑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품목들은 여러가지입니다. 전자 폐기물,
페인트, 배터리, 전구, 비닐 봉지 및 연질 플라스틱 포장과 같은 품목은
매립지를 불필요하게 채우며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품목들과 기타 다양한 품목들은 쏜리 지역 재활용
센터 (CRC) 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CR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nsby.nsw.gov.au/waste

수거일 확인은 hornsby.nsw.gov.au/waste 를
방문하거나 쓰레기 핫라인 전화 13 70 30 으로 전화하세요

TAB

예

아니오

오일, 페인트, 배터리,
화학물질은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수거 가능:
■
■
■
■
■

음식 찌꺼기, 뼈, 고기.
기저귀, 깨진 유리.
비닐 봉지와 연질 플라스틱 포장지.
일회용 커피 컵과 뚜껑.
집안에서 나오는 작은 물건들.

수거 불가:
■

■
■
■

위험 물질, 화학물질, 가스통, 소화기,
자동차 배터리, 뜨거운 재.
흙, 돌, 건축 자재.
페인트와 오일 등 액체 폐기물.
재활용 품목 및 정원 쓰레기.

쏜리의 지역 재활용 센터는 이러한 문제 폐기물 중 일부를 접수할 것입니다.
버리고자 하는 물품의 반입 허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hornsby.nsw.gov.au/waste 또는 이 책자의 문제 폐기물 항을 참조하십시오.

폐기물

TAB

부피가 큰 쓰레기 수거
부피가 큰 물건만 됩니다

주택
주민들은 연간 2회 정기 대형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수거일 전 주말에 최대 3 입방 미터의 승인된 대형 쓰레기를
도로변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65+GST 를 내면 언제든지
대형 쓰레기 예약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려면
hornsby.nsw.gov.au/waste 를 방문하거나 13 70 30 으로
전화하십시오.

5 층 미만 아파트 단지
5 층 미만 아파트 단지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정기 대형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지는 수거 예정 전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최대 5 입방 미터 대형 쓰레기를 연석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hornsby.nsw.gov.au/waste/bulkywaste 를 방문하십시오.
6 층 이상 아파트 단지
6 층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 서비스사에서 쓰레기 핫라인 (13 70 30)
로 전화하여 부지 내 대형 쓰레기 수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서로 합의된 부지 내 수거 장소에서 수거 때마다 $150+GST 를 내고
최대 5 입방 미터 대형 쓰레기 수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hornsby.nsw.gov.au/waste/bulkywaste 를 방문하십시오.

TAB

부피 큰 쓰레기 수거시 내놓는 방법
■
■
■

■

■

주택의 경우 – 정기 수거일 전 주말 또는 개인 예약 수거일 전날.

5 층 미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 수거일 전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6 층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 단지에서 따로 예약한 수거일 전에
합의된 단지내 수거장소에 내놓을 것.

부피가 큰 쓰레기의 경우 용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3 입방 미터며 아파트 단지의 경우 5 입방 미터입니다.
초과분은 수거 예약일에 수거하지 않습니다. 무단 투기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입방 미터 – 주택

1m

■

■

■
■
■

주택이나 5층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예약된 수거 일에 초과분을
내놓을 경우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 미납 시 수거가
정지됩니다.

쓰레기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한 군데 쌓아 두어야 하고 보도나 도로,
주차장 진입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는 두 사람이 쉽게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한 점 당 길이는 최대 2 미터입니다.
낱개의 경우 상자나 봉투에 넣으세요.

5 입방 미터 – 아파트 단지

1m

1m

1m

3m

5m

부피 큰 쓰레기 수거

TAB

부피 큰 쓰레기 수거

예

아니오

수거 가능:
■
■
■

■

■

집안에서 나오는 큰 물건들.
가구, 매트리스.

양탄자와 카펫 자투리. 한 점당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오일, 페인트, 배터리,
화학물질을 부피 큰 쓰
레기 버리는 날 내놓지
마세요.

장난감과 자전거, 봉투와 상자에 넣은 물건들
(작은 물건은 빨간 뚜껑 쓰레기통에 넣어야 합니다)
백색 가전제품 (문짝은 모두 제거할 것), 가전제품.

수거 불가:
■
■
■
■
■
■
■
■

TV 와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 폐기물.
페인트, 배터리, 화학물질, 소화기, 가스통.
흙, 돌, 건축 자재.
타이어, 자동차 부품, 집에서 나오는 위험한 폐기물.
유리와 거울.
나무 몸통, 그루터기, 작물 등과 같은 정원 쓰레기.
폐기물과 음식 찌꺼기, 재활용.
두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무겁거나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물건들.

쏜리의 지역 재활용 센터는 이러한 폐기물 중 일부를 접수할 것입니다.
귀하의 품목이 수거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hornsby.nsw.gov.au/waste 또는 지역 재활용 센터 페이지를 보세요.

■ 구매 전 생각해볼 것- 정말 셔츠, TV, 장난감이 또 필요한가?

■ 최소 포장 및 재활용 포장을 했거나 둘 중 하나라도 한 제품을 고를 것.

■ 일회용 빨대와 수저 같은 플라스틱 제품은 거부할 것. 재사용가능한 자기

물건을 가져올 것.

■ 음식은 사랑하고, 쓰레기는 미워하기 – 남은 음식을 활용하고,

선호

쓰레기 등급은 우리의 자원과 관해 가장 선호하는
옵션과 가장 기피하는 옵션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며 처분은 가장
기피하는 옵션입니다. 쓰레기를 피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줄이거나 재사용 혹은 재활용 순서로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도 활용해보세요.

쓰레기 등급
피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처분하기

가장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수거일에 쓰레기통은
어떻게 내놓아야 하나요?
■

2 미터 간격

최저

음식은 올바르게 보관하고, 뭘 먹을지 계획하여 음식 쓰레기를 피하세요
(lovefoodhatewaste.nsw.gov.au 로 가시면 유용한 힌트가 더 있습니다).

선호

■

1 미터 간격

■
■

쓰레기통은 서로 1 미터 간격을 두고, 자동차와 나무
같이 가로 막는 물체로부터 2 미터 거리를 둡니다.
쓰레기통 뚜껑은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쓰레기통 무게는 70 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 수거 후 당일에 쓰레기통을 자기 집에
들여놓으세요.

2 미터 간격

퇴비 운동 모임 (THE

I DIG COMPOST) 에 가입하세요

퇴비통과 지렁이 사육통 반값 할인! 및 무료 워크숍!

퇴비통 (220 L)

퇴비 회전기구

지렁이 사육통

애완동물 변 지렁이 사육통

지렁이 (500 G)

음식물 쓰레기는 빨간 뚜껑 쓰레기통에 넣으면 매립지로 보내집니다. 일단 매립되면 식품 및 기타 유기 폐기물은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가스를
방출하고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매립지 침출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거나 지렁이 사육을 통해 빨간 뚜껑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카운슬은 온라인 튜토리얼과 일부 장비*에 대한 반액 할인권을 제공하여 퇴비 또는 지렁이
사육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퇴비 및 지렁이 사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idigcompost.com.au 또는 카운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할인권을 받으세요.
*퇴비통, 퇴비 회전기구, 지렁이 사육통

idigcompost.com.au 를 방문하여 퇴비 운동 모임
(THE I DIG COMPOST COMMUNITY) 에 가입하세요

퇴비 만듭시다 !

I Dig
퇴비
운동 Compost
모임 (I Dig Compost)

problem waste for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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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쓰레기 투척

카운슬 폐기물 관리팀 – 쓰레기 핫라인
13 70 30 에 전화하거나 NSW 환경
보호청 (EPA) – EPA 의 온라인 신고 도구
(ridonline.epa.nsw.gov.au)를
사용합니다.

쓰레기는 공공장소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충이나 짐승이 찾아오게 만들고,
배수구를 막고, 홍수를 일으키고, 사람과 토종
야생 동물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법 투기행위를 보시면 카운슬의 쓰레기
관리팀이나 NSW 환경보호청 (EPA) 에
신고하세요.

다음 사항을 잊지 말고 기록하세요
■

■
■

쓰레기를 보았거나 투기행위를 본 날짜와
시간
정확한 위치
버린 물건의 유형과 양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도 기록해주세요
■
■
■
■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메이커/모델
회사 이름이나 로고
사진
투기범의 인상착의

카운슬에서는 주민들이 무단 투기 행위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다만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범행사실만 신고하도록 격려하는 바입니다.

쓰레기 투척은 우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쓰레기를 치우려면 카운슬과 지역 사회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카운슬과 EPA 는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 현장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벌금은 개인과
기업의 경우 $80-$900 까지 다양합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 목격시
신고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epa.nsw.gov.
au/your-environment/litter-and-illegaldumping/report-littering를 방문해주세요.

원치 않는 의약품 반환 프로젝트
원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아무 약국에서나 반품하면 안전하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300 650 835 로 전화하거나
전국 의약품 반환 처분 (National Return &
Disposal of Unwanted Medicines) 웹사이트
returnmed.com.au 를 참조하십시오.

돌려주고 돈 버세요

적합한 빈 병과 캔을 반환센터로 가져가면 개당
10c 를 지급받습니다.

returnandearn.org.au 를 방문하거나 상단의
QR code 를 스캔하여 위치를 확인하세요.

사용한 바늘이나 주사기는

참여하는 약국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safesharps.org.au 를 방문하거나 상단의
QR code 를 스캔하여 위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 수거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거일 확인은 hornsby.nsw.gov.au/waste를 방문하거나 쓰레기
핫라인 전화 13 70 30 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쓰레기통이 망가지거나 도둑맞으면 어떡하나요?

쓰레기 핫라인 전화 13 70 30 으로 전화하면 쓰레기통을 수리 또는
교체해드립니다.

추가 쓰레기통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쓰레기통은 카운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 비용은
지방세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비용은 수집 및 폐기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세입자 신분으로 추가 쓰레기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사무실이나 집주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일에 쓰레기통은 어떻게 내놓아야 하나요?
■
■

■

■

■

■

수거일 전날 밤에 쓰레기통을 내놓으세요.
쓰레기통 손잡이는 본인의 집 쪽을 향하고 쓰레기통 뚜껑이 길 쪽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서로 1 미터 간격을 두어서 쓰레기 차가 쓰레기통을 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자동차와 나무 같이 가로 막는 물체로부터 2 미터 떨어진
곳에 둡니다.
쓰레기통은 아무것도 막는 것이 없는 쪽에 두고, 가지가 처진 나무
밑이나 전깃줄이 낮게 처진 곳이나 주차된 자동차는 피해서 놓아주세요.
쓰레기통 무게는 70 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

■
■

쓰레기통에 너무 쓰레기를 꾹꾹 눌러 넣어 제대로 비울 수 없게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넘치는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사하면 어떡하죠?

쓰레기통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는 혼즈비 샤이어 카운슬 재산이며
반드시 집에 두어야 합니다. 쓰레기통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랑 쓰레기통에 넣기 전에 용기를 씻어야 하나요?

아니요, 간단히 헹구기만 해도 쓰레기통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활용 시설 직원 근무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병과 유리병 뚜껑을 그대로 두나요 아니면 제거하나요?

플라스틱이 뚜껑이 달린 플라스틱 병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 외 병과 유리병은 뚜껑을 제거해주세요. 모든 병과 용기의 내용물을
반드시 비워주세요.

피자 상자를 재활용할 수 있나요?
예, 내용물이 없고 깨끗하면 가능합니다.

노랑 쓰레기통에 용기를 넣기 전에 판지 상자를
납작하게 하거나 용기를 찌그러뜨려야 하나요?
예, 그렇게 하면 공간이 더 생깁니다.

혼즈비 샤이어 카운슬
쓰레기 관리팀 연락처

쓰레기 핫라인 – 13 70 30
불법 투기 신고 – 13 70 30
이메일 – waste@hornsby.nsw.gov.au

카운슬 쓰레기 재활용 웹페이지 – hornsby.nsw.gov.au/waste

유용한 연락처

쏜리 지역 재활용 센터 – hornsby.nsw.gov.au/waste 를 방문하거나 쓰레기 핫라인 전화 13 70 30 으로 전화하세요
화학물질 처리 – cleanout.com.au
수에즈, 쓰레기 관리 센터 – 1300 651 116
불법 쓰레기 투척 사건 신고나 문의는 NSW 환경보호청 환경 전화
화학물질 처리 행사 – 131 555
원치 않는 약품 – returnmed.com.au
사용한 바늘이나 주사기 – safesharps.org.au
퇴비 운동 모임 (I Dig Compost) – idigcompost.com.au
쇼핑카트 – Trolley Trackers 1800 641 497 또는 Coles Abandoned Trolleys 1800 TROLLEY (1800 876 553)
플래닛 아크 (Planet Ark) 의 집근처 재활용 – RecyclingNearYou.com.au
탄소 중립, FSC 100%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한 종이인 ecoStar 에 인쇄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