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2022.1.1.시행

생활쓰레기 배출요일(품목)
일 요일 저녁

월 요일 저녁

화 요일 저녁

수 요일 저녁

(종이류, 의류, 비닐류)

스티로폼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형폐가전

음식물쓰레기

( 플라스틱류, 유리병, 캔, 고철
투명패트병 분리배출 )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
(도자기류, 금속, 깨진유리, 조개껍질 등)

연탄재
자기집 대문 앞,
자기업소 1층 출입구

배출시간

대형폐기물

●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쓰레기 : 전용용기/ 납부칩 부착

19:00~22:00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두산환경산업 금정지점
☎ 526-9787~9

◀ 혼합배출(일반쓰레기,

금 .토

재활용품

재활용품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목 요일 저녁

미수거신고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 : 불연성 마대, 종량제 봉투
* 재활용품 : 투명봉투

배출지역
수거업체
연락처
서동, 선두구동, 남산동
(주)두산환경산업 금정지점 ☎ 582-8572, 519-4930
☎ 514-2212~3, 519-4929
장전동, 청룡노포동, 구서동, 금성동 (주)세명기업사
금사회동동, 부곡동
현대실업
☎ 521-1003, 519-4928

대형폐가전(TV, 냉장고 등) : 무상수거(☎ 1599-0903)
폐건전지, 폐식용유, 폐형광등 : 동 행정복지센터 전용수거함
● 폐의약품 : 가까운 약국, 보건소(☎ 519-5087)
●

기타

●

음식물, 재활용품) 또는 무단투기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신고 ☎ 519-4431~7, 재활용 문의 ☎ 519-4451~3)

재활용품
재활용품 분리배출
분리배출 요일
요일 및
및 방법
방법
월요일 저녁

수시 (지정장소 배출)

수요일 저녁

폐형광등, 폐식용유,
폐건전지

종이류

종이팩류

플라스틱류

신문, 책, 노트, 종이 쇼핑백 등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젖지 않은 상태로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 배출

투명페트병류, 요구르트병류,
일반 플라스틱류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및
기타 이물질은 제거

※종이팩 1.5 ↔ 휴지 1롤 교환
→교환처 : 자원순환과, 동 주민센터

※복잡 재질은 재활용 불가
(볼펜, 카세트테이프, 장난감 등)

의류

필름형포장재,1회용 비닐

유리병류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면의류, 기타 의류

일반비닐류, 필름류 포장재,
1회용 비닐

음료수병, 기타병류

(일반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로 처리)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이불, 담요, 솜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
※스티커 부착,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 불가

}

품목별
각각 배출
(혼합금지)

뚜껑 분리,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병뚜껑 제거한 후 내용물 비우고 배출

· 공동주택 : 자체수거함
· 일반주택 :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백열전구, LED, 파손된 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녹슨 폐건전지는 재활용 불가

· 종이류 : 방수용지, 코팅종이, 사용한 벽지
· 유리류 : 도자기류, 사기그릇, 거울, 판유리

※깨진 병, 유리는 불연성마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수요일 저녁 배출

· 기타
- 운동화, 구두, 가방, 칫솔, 건축단열재,
비디오테잎, 음반테잎, 선물세트 완충재

소형 폐가전

스티로폼

캔, 고철류

노트북, 청소기, 선풍기, 가습기 등
1m 미만 가전제품

흰색 스티로폼 박스, 흰색 받침용 접시,
흰색 도시락 용기

고철류, 음료수캔, 부탄가스용기 등

의료기구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흰색만)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후 배출
부탄가스용기는 구멍 뚫어서 배출

※가전제품 구매 시 배출되는 완충재는 판매사가 회수
※스티커 부착,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이물질이 묻은 페인트 통, 폐유통은 재활용 불가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대형폐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무상수거
☎ 1599-0903(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가구류, 전기매트, 조명기기류, 악기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