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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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배설물

비닐랩, 종이 호일, 또는 
알루미늄 호일

오클랜드 카운실
쓰레기 처리 방안

오클랜드 카운실
쓰레기 처리 방안

aucklandcouncil.govt.nz/foodscraps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음식물을 
활용합시다
음식물 쓰레기(rukenga kai)를 모아주시면 청정 
에너지와 액화 비료로  바뀌게 됩니다.

음식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 주시면 매주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 함께 수거됩니다.

언제 음식물 쓰레기(rukenga kai)가 수거되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주 평소 쓰레기 수거하는 날 
수거됩니다. 완전히 차지 않더라도 매주 내놓으세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비용이 드나요?

이 수거 서비스는 거주 지역의 가구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집에서 퇴비를 계속 만들고 싶은데, 음식물 수거함을 
이용해야 하나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가정용 퇴비와 웜팜(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을 상호 보완합니다. 음식물 
수거함에 고기, 작은 뼈들, 양파 껍질, 감귤류와 
조개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 퇴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compostcollective.org.nz에 있습니다.

분해되는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와 커피 컵들은 
어떻게 하나요?

분해되는 포장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서, 음식물 
수거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 또는 게이트가 있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에 두는지 공동주택 관리 매니저에게 
연락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된 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음식물 쓰레기에는 중요한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청정 에너지와 액체 
비료로 바뀌어 집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ucklandcouncil.govt.nz/foodscraps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오클랜드 카운실
쓰레기 처리 방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용한 힌트쓰레기 수거일

오클랜드 카운실의 분해되는 빈 라이너

분홍색 오클랜드 카운실 분해되는 라이너는 사용이 
편리하고, 키친 캐디를 청결하게 하며 냄새도 덜 
나게 합니다. 이 봉투는 햇빛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분해되는 음식쓰레기 봉투는 지역 
슈퍼마켓과 카운실 서비스센터 및 도서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캐디(주방용 
음식 쓰레기통)를 좀더 자주 비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시키거나, 라이너를 사용하세요. 또한 캐디를 비운 
후에 미지근한 비눗물로 세척하세요.

라이너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신, 음식 
쓰레기를 신문지, 종이 봉투 혹은 종이 타월에 싸서 
물기를 흡수시키면 됩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매주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도 같이 길가에 두세요. 

주의할 점:

•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뚜껑을 닫고 손잡이를 반드시 
위로 세워야 합니다.

• 일반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이웃들과 길가를 공유하는 경우, 가능하면 단체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소매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개씩 한 묶음으로 
구매가능 합니다.

한 묶음 당 가격은 
2.80불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aucklandcouncil.govt.nz/
foodscraps
혹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aucklandcouncil.govt.nz/foodscraps 
더 많은 정보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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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를 잘 묶어서 
음식쓰레기 수거함에 
넣으세요. 냄새가 나면 
정기적으로 캐디를 비워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 
주세요.

매주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날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도 
함께 길가에 내놓으세요.
쓰레기통 사이에는 공간을 
두세요.

키친 캐디(주방용 음식 
쓰레기통)를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신문지 또는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나온 
분해되는 음식물 전용 라이너 
(봉투)를 이용하세요.

뼈, 고기, 유제품, 빵, 그리고 
과일 껍질을 포함한 모든 
음식 찌꺼기는 재활용 될 수 
있습니다. 키친 캐디(주방용 
음식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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