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 안내

  비닐 봉지 및 플라스틱 
포장재

 과자봉지나 포장지들 

 폴리스티렌

 의류 및 신발

 음식물 찌꺼기

 전자제품 폐기물 
 생활용품 
 목재

 건전지

 재활용품

 정원 식물

 건축용품

 자동차 배터리

 건전지

 TV 및 컴퓨터

 대형 생활용품

 전구

 비닐 봉지

 음식물 찌꺼기

 화분

 흙

 호스

 건축용품

 동물 배설물 

  나무 줄기 
(지름 8cm 이상)

판지와 종이

플라스틱 병 및 플라스틱 용기

철 및 알루미늄 캔

유리 단지 
및 유리병

8cm 이상

잊지 마십시오: 
재활용품을 비닐 봉지에 넣지 
마십시오

잔디 깎기 부산물 꽃

잊지 마십시오: 
비닐 봉지 투입 불가!

나무껍질 및 나뭇잎

나뭇가지, 가지치기  
부산물 및 잡초

잊지 마십시오: 
지름이 8c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잊지 마십시오: 
접어서 부피 줄이기

비닐 포장지

소형 생활용품 음식물 찌꺼기

기저귀

스티로폼

폴리스티렌

과자봉지나 
포장지들 

재활용품 아니요

쓰레기 아니요

 정원 식물 아니요

재활용품 예

쓰레기 예

 정원 식물 예

노란색 뚜껑의 재활용품 수거함

빨간색 뚜껑의 쓰레기 수거함

초록색 뚜껑의 정원 부산물 수거함

잊지 마십시오: 음식물 찌꺼기와 액체 제거하기



무료 카운슬 서비스

Lifestyle and opportunity 
@ your doorstep

서비스를 예약하시려면 고객 서비스 팀(전화: 9952 8222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ryde.nsw.gov.au/Waste

텔레비전 및 컴퓨터 수거 
원하지 않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관련 물품 중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거를 예약하십시오.

조각내기 및 멀칭에 사용
하기
잘라낸 가지들을 멀칭으로 
활용하십시오. 재사용할 수 있도록 
카운슬이 잘라서 담아드립니다.

주의를 요하는 폐품 처분 센
터
건전지, 잉크 카트리지, 휴대전화, 
전구를 재활용하고 안전하게 
처분하세요*. 
*라이드 아쿠아틱 레저 센터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스미스 가족 의류 수거함
(Smith Family Clothing 
Bins)
상태가 양호한 의류를 기부해 호주 
내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십시오.

중고 제품 판매
매립되어야 할 쓰레기를 줄이고 차고 
판매를 계획해 보세요. 카운슬이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바워 수거 서비스(The Bow-
er Collection Service)
비영리 환경 자선단체이자 협동단체인 
바워의 수거 서비스를 예약하시거나 
가까운 재활용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불필요한 대형 가정용품의 처분을 위해 카운슬은 각 주택/아파트 단지마다 연간 최대 5회의 사전예약 가정용품 수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거 조건 및 제약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의: 수거 예약 없이 길가에 물건을 내다 놓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운슬은 모든 주민들에게 쓰레기 발생을 항상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활용품을 양도, 재사용, 기부 또는 판매해 재활용을 최대화해 주십시오.

The Northern Sydney  
커뮤니티 재활용 센터
8 Waltham Street, Artarmon  
운영시간: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오전 8:00 – 오후 2:00  
토요일, 일요일 오전 8:00 – 오후 4:00

페인트, 가스통, 자동차 배터리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폐기물은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 
주십시오.
이 물품들은 도로에 내놓는 수거함이나 사전예약 
가정용품 수거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가정용품을 양도, 재사용, 기부 또는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전예약 가정용품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수거함이 있는 
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십니까?

공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십니까? 창고 공간이 
없습니까?

대형 용품 창고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십니까?

수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www.ryde.
nsw.gov.au/cleanup) 또는 전화(9952 

8222번)로 예약하십시오.

게시판에서 수거 날짜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관리소로 연락해 예약하십시오.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해 대형 용품 
창고에 있는 처분 대상 물품의 수거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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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and opportunity @ your doorstep

페인트 화재 경보기가스통 및 소화기 엔진 오일 및 
기타 오일류백열등 및 형광등 엑스레이가정용 및 차량용 

배터리
컴퓨터 및 
텔레비전

잉크 카트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