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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재활용품
노란 통에 적합한 내용물을 넣으면 재활
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트럭이 수거한 전체내용물
을 매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분리배출 
쓰레기 통마다 지정된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면 
매립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은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합니다.

분리배출 

매립 쓰레기
빨간 통에 적합한 쓰레기를 넣으면 다
른 통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쓰
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잘 모를 경우 간
편한 모바일 앱을 찾아보거나 웹사이
트를 확인하세요.

분리배출 

음식물/ 
가든  쓰레기

녹색 통에 적합한 쓰레기를 넣으면 퇴비
생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쓰
레기가 들어있으면 트럭이 수거한 전체내
용물을 매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1회 수거

2주 1회 수거

2주 1회 수거

쓰레기통 일련번호

쓰레기통 일련번호

쓰레기통 일련번호

쓰레기통 분류 

쓰레기통 
일련번호 확인   

쓰레기통의 분실이나 
파손을 대비하여 

일련번호를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아래 빈칸에 

일련번호를 적어 
두세요. 

Bluebird Immigration
스티커 노트
Bluebird Immigration에 의해 설정된 Marked



음식물/가든 쓰 레기 
분리배출
음식물과 가든 쓰레기는 녹색 통에 넣습니다.  

과일, 야채, 음식 찌꺼기

빵, 페이스트리, 베이킹 제품

커피가루, 티 백

꽃, 나뭇가지

치즈, 계란, 버터

남은 육류, 뼈, 조개, 생선

가든 쓰레기  
(아마와 캐비지 트리 잎은 제외)

피쉬 앤 칩스 포장지, 피자박스, 
키친 페이퍼타월, 분쇄된 종이, 

내프킨 

잊지 마세요.
재는 5일간 식힌 뒤 빨간 

통에 넣습니다. 

나뭇잎



재활용품 분리배출
아래 내용물은 노란 통에 넣습니다.

납작하게 접은 골판지와 계란상자   
(편지봉투보다 작은 크기의 것은 제외) 

알루미늄 캔  
(찌그러뜨리지 마세요)

종이. 예: 봉투, 잡지, 전단지 
(표준규격 봉투보다 작은 크기의 것은 제외)

금속 통
(찌그러뜨리지 말고 뚜껑은 빨간 통에)

1, 2, 5 코드가 표기된 플라스틱 용기  
(3리터 이하의 것으로 요구르트 그릇보다  
작은 것은 제외. 찌그러뜨리지 말고 뚜껑은 

빨간 통에)

1, 2, 5 코드가 표기된 플라스틱 병 
(요구르트 그릇보다 작은 것은 제외. 

찌그러뜨리지 말고 뚜껑은 빨간 통에)

투명, 착색 유리 병이나 용기  
(뚜껑은 빨간 통에) 

분무 캔, 탈취제, 파리 스프레이, 
공기 방향제

1, 2, 5 코드가 표기된 빈 세제용기 
(뚜껑은 빨간 통에)

잊지 마세요.
유리 병, 통, 캔, 용기는 
물로 헹군 뒤 눌리지 않
게 넣고 뚜껑은 빨간 

통에 넣습니다.



매립용 쓰레기 
분리배출
일반 쓰레기를 포함하여 , 아래 쓰레기는 
빨간 통에 넣습니다. 

일반 쓰레기 예: 망가진 장난감, 
컵, 접시

목재 조각, 아마, 캐비지 트리 잎

부드러운 플라스틱. 예: 쇼핑 백,  
버블 랩, 랩, 플라스틱 과자포장지

식은 재 
(  

빈 액체 용기  
예: 주스, 우유, 코코넛 밀크, 아몬드 

밀크, 커스타드

썩거나 분해되는 봉투와 포장지
요구르트 그릇보다 작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모든 뚜껑, 플라스틱 
카드, 옷걸이, 화분

낡은 신발, 의류, 침구, 천

기저귀, 동물 배설물, 고양이  
배설 혼합물 

잊지 마세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세요. 

분리배출기준을 잘 모른다면 
크라이스트처치 분리수거 앱
(Christchurch Bins App)
을 통해 세부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일 이상 식힌 뒤 봉투
에 담아 빨간 통에 넣으세요)



에코드롭(EcoDrop) 재활용센터
에서 무료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예: 전자레인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공구, 정원도구 소형 가전제품. 예: 주전자, 

커피포트, 전기 팬

캠핑용 가스 통, 헬륨 병, 가스 통

차량 배터리

불필요, 미사용 또는 오래된 
페인트 및 용제

불필요, 미사용 또는 오래된 액상 
화학물질, 세제, 분말 화학약품

불필요, 미사용 또는 오래 된 기름. 
예: 자동차용 오일, 식용유

오래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정용 소화기

위험한 가정용 물품

파손되었거나 불필요한 가정용품

가까운 에코드롭 재활용센터는 
ccc.govt.nz/hazardouswast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요령
1. 쓰레기통 뚜껑을 평평하게 

닫습니다. 
뚜껑이 평평하게 닫혀 있어야 쓰레기를 
수거하며 통 옆이나 위에 둔 물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너무 많아 뚜껑이 닫히지 
않으면 수거트럭이 통을 집어 올리지 못할 수 
있고 중량 초과시에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2. 중량이 초과되지 않게 하고 통 
사이에 간격을 두어 내놓습니다.
쓰레기통의 무게는 70Kg 미만, 통 사이 간
격은 50Cm 이상 되도록 인도나 잔디 끝에 
내놓습니다. 

3. 가급적 쓰레기 수거 직전에 통을 
내 놓습니다. 
쓰레기 수거일 오전 6시 이전, 적당한 시간에 
최대한 늦게 쓰레기통을 내 놓으면 파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수거당일 
저녁 11 시 전에 반드시 들여놓아야 합니다. 

5. 쓰레기통 분실 신고
쓰레기통 분실신고는 수거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해야 새 쓰레기통 지급비용을 
면제받습니다. 03 941 8999로 전화하거나 
ccc.govt.nz/mybin    을 통해 신고하세요.

4. 쓰레기통에 표시를 해 둡니다. 
쓰레기통에 표시를 해 두면 통이 여러 개일 
때 자신의 통을 찾기 쉽습니다. 

 - 뚜껑이나 측면에 집 호수를 적어 둡니다.
 - 손잡이에 리본을 매 둡니다.
 - 뒷면에 스티커를 붙여 둡니다. 

6. 쓰레기통의 크기를 바꾸기 원하
세요?
녹색 또는 노란색 쓰레기통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03 941 8999로 
전화하거나 ccc.govt.nz/mybin  
에 신청하세요.



쓰레기 분리배출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크라이스트처치 분리수거 앱(Christchurch Bins App)을 다운받으세요. 

ccc.govt.nz/bingood

쓰레기를 줄이기 원하세요?

잊지 마세요. 
테이크 어웨이 컵이나 용기는 
빨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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