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이 시범 시행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범 시행은 참여 중인 네 개의 카운슬 지역 내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단독주택과 중-

고밀도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학교, 노인복지 

시설 등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수거 서비스를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시행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시범 시행은 참여하는 건물/지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실시됩니다. 각 카운슬이 주민 모두에게 

빨간색 뚜껑 쓰레기함에서 재활용 품목을 분류하여 노란색 뚜껑 수거함에 넣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으면, 수거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시범 시행은 음식물 쓰레기 분류와 

관련해 카운슬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범 시행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2022 년 3 월 14 일에 시작하여 약 3 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겨우 3 개월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드니 북부 지역의 카운슬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를 위한 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시범 시행의 결과가 향후 서비스 및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빨간색 뚜껑 쓰레기함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의 일부는 골번(Goulburn) 부근 광산 지역의 

재생을 위한 토양 첨가제를 만드는 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범 

시행이 끝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과일 및 야채 • 빵, 쌀, 곡물 • 커피 찌꺼기와 티백, 사용한 종이 타월, 냅킨, 머리카락 • 육류, 닭과 

생선 • 유제품 • 케이크, 비스킷, 과자류 • 닭 날개 같은 작은 뼈 • 생선 뼈, 게 껍질, 새우 껍질 등의 

해산물 

음식물 쓰레기함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은 안 됩니다. 모든 포장재를 먼저 제거해 주십시오. • 굴, 조개, 홍합, 전복, 

가리비 등의 딱딱한 껍데기는 안 됩니다. 새우나 게 껍질은 괜찮습니다. • 스테이크, 레그 햄, 바비큐 

갈비뼈와 같은 큰 뼈. 생선이나 닭 뼈는 괜찮습니다. • 나뭇잎, 가지, 꽃 등의 녹색 쓰레기. 

시범 시행으로 내가 내는 요금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시범 시행의 재원은 NSW 환경보호청(EPA)에서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의 목적은 매립 

대상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카운슬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향후 

시행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여기에는 쓰레기 관리 비용에 

대한 영향도 포함될 것입니다. 

시범 시행이 끝난 후 쓰레기통과 수거함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범 시행이 완료되면 쓰레기통을 원하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큰 붉은 와인색 뚜껑의 

음식물 쓰레기함은 카운슬이 수거하여 다른 쓰레기 관련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가 소진되면 어떻게 하나요? 

3 개월간의 시범 시행을 위해 충분한 양이라고 사료되는 75 장의 친환경 쓰레기 봉투 한 롤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봉투가 소진될 경우 해당 카운슬로 연락해 추가분을 요청하십시오. 추가 

봉투를 받을 때까지 쓰레기통에 신문지를 깔거나 아무런 깔개 없이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넣어도 

괜찮습니다. 쓰레기를 비운 후 통을 주방 세제와 물로 또는 식기세척기에 넣어 씻어주십시오. 

다른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도 되나요? 

이 시범 시행에서는 카운슬이 제공하는 친환경 봉투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봉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퇴비로 처리하는 회사가 승인한 제품입니다.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더 큰 와인색 뚜껑의 쓰레기 수거함(주택 부지나 건물 내에 

설치된 쓰레기 배출구 또는 배출실에 위치)에 비울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쓰레기를 비운 후에는 

통을 주방 세제와 물로, 아니면 식기세척기에 넣어 씻는 것도 권장 드립니다. 

쓰레기통을 식기세척기로 씻을 수 있나요? 

예,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파손되었습니다.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 

깨졌거나 손상된 쓰레기통은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카운슬로 연락하십시오. 

쓰레기통이 작아서 너무 자주 비워야 합니다. 좀 더 큰 사이즈가 제공될 수는 없나요? 

시범 시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에게 주방이나 조리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7 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제공됩니다. 식구가 많은 가족이나 업소의 경우 이 통을 자주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이 완료되면, 쓰레기통의 사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유용한 주민 의견이 

수렴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해충이 모여들면 어떻게 하나요? 

음식물 쓰레기함에 담긴 모든 쓰레기는 빨간색 뚜껑 수거함에 담긴 쓰레기와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쓰레기통 이상으로 해충이 들끓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관하십시오. 쓰레기통의 뚜껑은 밀봉되므로 꼭 닫아 두고 수시로 

비워주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운 후 더 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의 

와인색 뚜껑도 잘 닫아 주십시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시드니 근교 카멜리아(Camellia)에 위치한 폐기물 관리 회사로 이동한 후 

NSW 지방의 퇴비화 시설로 갑니다. 이 시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영양분이 풍부한 슬러지로 



만들어 건조하고 과립화한 후 농업 및 원예 시장으로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한 

가연가스가 생성되므로 이를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재생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함(와인색 뚜껑)은 언제 수거되나요? 

길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함은 매주 빨간색 뚜껑 일반 쓰레기함을 수거하는 날과 같은 날에 

수거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 수거하는 별도의 전용 트럭으로 수거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층에 쓰레기 보관실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비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해당 건물의 관리자나 청소담당자가 각 층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비울 책임이 있습니다. 

쓰레기함을 비워야 하거나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면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거주 중인 집에 초록색 뚜껑 쓰레기함이 있습니다. 왜 이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나요? 

초록색 뚜껑 쓰레기함에 담긴 녹색 쓰레기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집에서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통에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범 시행에 참여해야 

하나요? 

퇴비통 사용은 아주 장려할 만한 일이나, 모든 종류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유제품, 뼈, 육류, 생선 찌꺼기와 같이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