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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오클랜드 도심 업소용 안내문
오클랜드 도심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는 일반 주택가 수거와 다르다. 도심 교통과 제한된 인도공간, 보행자
혼잡 등으로 이 지역에는 바퀴 달린 쓰레기통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이 안내서는 오클랜드 시청의 도심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관한 업소용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는 여기에 삽입한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업소들을 위한
것이다. 오클랜드 시청의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의 길가 수거 서비스는
Karangahape Road, Queen Street, 그리고 Mayoral Drive, Albert Street,
Kitchener Street, Britomart Place 및 Quay Street를 경계로 하는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도심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봉지


시청은 지정 쓰레기 봉지와 재활용 쓰레기 봉지를 시내 중심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즉 2월과 8월에 공급한다. 봉지를 받지 못한
경우, 건물 주인이나 공동소유법인(Body Corp)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봉지 비용은 시민이 납부하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다. 봉지는
시내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퀴 달린 쓰레기통의 용량에 비례해
공급되기 때문에 도심 업소가 받는 서비스 수준은 그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과 동일하다.



시청에서 공급하는 봉지가 다음 팩이 공급되기 전에 떨어지면 가정
쓰레기 처리에 부족한 만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쓰레기 봉지 2개와
재활용 쓰레기 봉지 3개가 들어 있는 팩을 다음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Auckland Council Service Centre, Bledisloe House, 24 Wellesley Street, Auckland.

업소 쓰레기
시청의 지정 쓰레기 봉지와 재활용 쓰레기 봉지는 업소의 가정 쓰레기 수거만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면 직원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업소 쓰레기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서 비롯하는
쓰레기이다. 음식 쓰레기, 요리 오일, 카페나 바에서 나오는 병, 약국에서 나오는 의료 쓰레기, 또는 소매점에서
나오는 다량의 포장재나 판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업소 쓰레기나 다량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분하려면 인가된
쓰레기 수거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인근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 명단은 recycler.org.nz을 참조하기
바란다.

쓰레기 봉지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재활용 대상이 아닌 가정 쓰레기만 쓰레기 봉지에 넣어야 한다.



정원 쓰레기, 유해 쓰레기(페인트, 배터리, 가정 세제, 정원 화학약품), 액체는 봉지에 넣지 말아야 한다.



깨진 유리, 날카로운 물체는 안전하게 싸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거 요원이 다칠 수
있다.



쓰레기 봉지의 무게가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10kg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봉지에 업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 봉지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부엌, 욕실 및 세탁실에서 나오는 포장용품(플라스틱 병이나 용기, 유리병이나 용기, 철제 깡통이나 통조림통
등)과 종이를 넣을 수 있다.



유의 사항:



o

모든 용기는 씻어내고 짓눌러야 한다

o

병과 용기에는 뚜껑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o

용기의 크기는 4리터 미만이어야 한다.

시청에서 공급하는 재활용 쓰레기 봉지에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안내는
makethemostofwaste.co.nz을 참조하기 바란다.

재활용 판지 별도 수거
판지는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어 지정된 수거 시간에 쓰레기 봉지나 재활용 쓰레기 봉지 옆에 내 놓아야 한다.
폴리스티렌이나 플라스틱 포장재 또는 끈 등 판지가 아닌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봉지 안에 판지를 넣지 말아야
하고, 판지가 보도나 진입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5pm - 5.30pm

√

√

√

√

√

√

Ⅹ

자정 - 4am

√

√

√

√

√

√

√

모든 직원이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길가에 내 놓는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안내서를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놓아 직원들이 수거 시간을 기억하도록 하기 바란다.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내 놓는 방법
시청이 공급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봉지 또는 인가된 수거 업자가 공급한
봉지만을 지정된 수거 시간에 길가에 내 놓아야 한다. 판지는 안전하게 묶은 후
봉지 옆에 놓아야 한다.
봉지를 내 놓을 때는 보행인이나 인근 식품업소를 배려해야 하고, 봉지나 판지가
인도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쓰레기 처리


지정 봉지에 넣지 않은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는 불법 쓰레기로 간주된다. 불법 쓰레기 처리가 발각되면 개인의
경우 최고 $400, 공동소유법인(body corp)의 경우 최고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 봉지나 재활용 쓰레기 봉지, 또는 판지를 수거 시간 외에 길가에 내 놓으면 고형 폐기물 조례(2012)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문의
쓰레기 또는 재활용 쓰레기를 시청 지정 봉지에 넣어 수거 시간에 길가에 내 놓았는데 수거해 가지 않은 경우,
오클랜드 시청의 09 301 0101로 전화하여 알려주기 바란다.
재활용이나 쓰레기 감소 방법에 관해 더 알기 원하면 makethemostofwaste.co.nz을 참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