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분리배출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여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는 경우는 투명봉투를 걸어 분리 배출바랍니다.)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

품목별(캔류, 고철류, 페트류, 기타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종이류, 필름류 등)로 구분하여,
“투명한 봉투”에 묶어서 배출
☞ 마대로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 불가합니다.

품목별

세부 분리배출 방법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묶어서 배출

캔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철수세미, 옷걸이 포함)

고철
·유리병만 병뚜껑 제거, 내용물을 비우고 투명봉투에 배출
·도자기류, 사기그릇은 『매립용 종량제 봉투(분홍색)』

유리병

플라스틱

옷, 신발류

※ 단, 깨진 유리병, 깨진 도자기, 깨진 사기그릇 등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30kg)』에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뚜껑이나 라벨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묶어서 배출 (페트류, 기타플라스틱류 구분)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전산구매·신청가능, http://waste.hscity.go.kr/)
옷과 신발류는 봉투에 담아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전산구매·신청가능, http://waste.hscity.go.kr/)
폐가전제품(무상수거 불가능한), 가구, 도마, 돗자리, 장난감, 이불(요) 등

대형폐기물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1599-0903)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주의사항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은 일회용 봉투와 소량이고 분리가 어려운
카세트테이프, 알약 포장재 등은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는 정확하게 분리하여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 일몰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어느 경우에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올바른 봉투에 담아 배출!
구분

배출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류
·기저귀, 견과류 껍질, 낙엽, 양파껍질
·복숭아, 자두 등의 핵과류 씨

소각용 봉투
- 타는 쓰레기 전용 -

·음식물을 제외한 주방쓰레기(알껍데기)
·음식찌꺼기가 많이 묻은 종이 및 비닐
·소량이고 분리가 어려운 것들

(흰색,연두색)

·도자기류, 사기그릇, 화분
·소, 돼지, 닭, 생선 뼈(살점이 없는 상태)·
어패류, 갑각류의 껍데기
·한약재 찌꺼기
매립용 봉투
- 안타는 쓰레기 전용 -

※ 단, 깨진 유리병, 깨진 도자기, 깨진 사기그릇 등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30kg)」에 배출

(분홍색)

·음식물 쓰레기 외 이물질과 물기 제거 후 배출
·아파트의 경우 RFID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
음식물쓰레기 봉투
(녹색)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예시)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시 50,000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시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