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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쓰레기 수거 서비스 안내서
우리는 귀하의 부지 내에서 폐품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아직 쓸만한 물품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품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전에 수거를 예약하시면 방문일을 안내해드립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방법 - 귀하가 계신 지역에서 예약이 가능한 날짜만 
수거일로 표시됩니다.
• 온라인 예약 – inorganiccollections.

aucklandcouncil.govt.nz/Inorganic/
• 방문 예약 – 서비스 센터 방문
• 전화 예약 – 09 301 0101로 전화
1월 중순부터 수거 예정일 8일 전까지 언제나 수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
예약이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폐품 
쓰레기 수거일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ucklandcouncil.govt.nz를 참조하십시오.

수거 당일
폐품 쓰레기 수거는 오전 7시 ~ 오후 4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지/구획 경계 안에 폐품을 놓아 
주십시오(소형 트레일러 1대 분량, 1m³).

폐품 처리 방법
시청은 재사용이나 수리가 가능한 
폐품을 지역 단체에 주어  
수리하거나 판매하거나  
필요한 곳에 기증하도록  
할 것입니다.

진행 절차
트럭 두 대가 폐품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트럭 한 대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다른 한 대는 기타 수거 대상 폐기물을 수거합니다.

갓길, 길가나 보도에 폐품 쓰레기를 놓지마십시오. 
쓰레기 불법 투기로 간주됩니다.

쉬운 폐기
모두를 위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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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허용 품목
허용 품목:

가구
침대, 의자, 주방  
가구와 장식품

스포츠 용품
운동기구, 자전거,  

장난감 등

큰 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등

개보수 공사 물품.
장비, 설비, 비품,  
욕조 및 씽크 등

옥외 설비
잔디 깎는 기계,  

바베큐 그릴, 정원용 공구  
및 옥외 가구

전자제품
TV, 컴퓨터, 전화기,  
DVD 플레이어 등

재활용 가능 포장재

액체
오일, 휘발유, 페인트  

및 화학물질 등

가스통
CNG 및 LPG  
가스용기 등

정원 쓰레기
깎은 잔디, 나뭇가지,  

울타리 가지 친  
쓰레기 등

건축 및 공사 쓰레기
석고보드, 돌무더기,  

벽돌 등

가정용 쓰레기

자동차 및 선박 부품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유해물질
깨진 유리, 독극물, 배터리, 

의료폐기물 등

석면 포함 물품
파이브로라이트,  

마루깔개, 배관덮개,  
천장도료 등

수거 불허용 품목
불허용 품목:

자기 및 도자기

폴리스티렌
빈백의 폴리스티렌,  
포장재 및 골이 있는  

플라스틱 품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를 
포함하는 품목

소형 가전제품
주전자, 다리미, 
진공청소기 등

수거 제외 품목의 처리 
방법을 제안해드릴 

수 있습니다.

폐품 쓰레기를 귀하의 부지 
안쪽에 놓아주십시오. 폐기 관련 문의사항은 aucklandcouncil.govt.nz에서  

'폐기물 처리장' 또는 '유해 폐기물'을 검색하십시오. 인가된  
석면 폐기 업소 명단을 보려면 Worksafe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가정용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는 정기적인 길가 쓰레기 수거 일에 

맞춰 내 놓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