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가 먼저 아름다워야
실외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 사는 것 못지 않게 깨끗한 집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평범한 행동이 하수도관을 막고 지역 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소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은 매일 시드니 오수를 내보내는 오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버린 욕실 제품과 부엌 쓰레기 수백 톤을 해마다
수로와 하수처리장에서 건져내느라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이는 쓰레기들이 가정집 하수구로 들어가 파이프를
막기 때문입니다.

파이프가 막히는 주요 원인 두 가지:
- 물티슈와 욕실 제품을 변기에 버리거나

- 요리할 때 생기는 지방과 음식 찌꺼기를 싱크대에 버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오물을 버리는 가장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장소는
싱크대나 변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에:

다음과 같은 물건 담는
쓰레기통을 갖다 두세요:
•
•
•
•
•
•
•

물티슈
면봉
생리용품
청소용 천
티슈
치실
기타 쓰레기

변기에서 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소변과
휴지 뿐입니다. 일부 물티슈 브랜드는 변기에 버려도
안전하다고 선전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
•
기름과 찌든 때가 하수도관의 찬물에 닿으면 굳습니다. 그다음엔
물티슈 같은 다른 쓰레기와 합해지면서 단단한 ‘기름 덩어리’라는
관을 막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렇게 관을 막으면 오물이 범람하여
보건 및 환경의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물이 도로 들어와서 집
안과 뒤 뜰, 동네 수로에 넘쳐나게 됩니다. 더욱이 막힌 하수도를
뚫으려면 배관공 비용이 상당히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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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찌꺼기를 긁어서 쓰레기
통이나 퇴비 통에 버리세요
기름이 많은 묻은 팬이나
접시는 일단 종이 타월로 닦고
나서 씻으세요
쓰다 남은 기름이나 지방성
액체 (묵은 우유 같은
것)은 용기에 붓고 그 용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싱크대에 음식 찌꺼기 거르는 망을 써서 걸러내세요

이와 같은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댁의 하수관이 막히고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관공 부르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