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과 쓰레기의 분별방법・배출방법〔5종13분별〕

보존판

재활용품(9분별)

월요일：月曜日 화요일：火曜日 수요일：水曜日

요일

목요일：木曜日 금요일：金曜日

③잡지・
기타 종이

②골판지

①신문

④종이팩

잡지류 종이상자나 봉투등의 종이 종류
단면이 굴곡상태의 골판지

신문(광고지 포함)

비닐봉지나 종이포장을
사용하지 말고，끈을 이용하여
십자로 묶어 주십시오.

⑤의류

접착테이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어서, 단 한 개라
하더라도 끈을 이용하여 십자로
묶어 주십시오.

의류나

타올 등의

⑦페트병

⑥병・캔
병은 대두병만한
크기 까지

셔츠 등의

잡지는 끈으로 십자로 묶어 주십시오. 안쪽이 하얀 우유나 쥬스등의 종이 팩
그 외의 종이는, 클립등 이물질을
가볍게 헹구어 가위로 잘라서
떼어내고, 종이봉지에 넣어서 끈으로 말려 주십시오.
십자로 묶어 주십시오. ※종이봉지가
끈을 이용하여 십자로 묶거나 투명
없을 경우에는, 투명 또는 반 투명의 또는 반 투명의 비닐봉지에 넣어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주십시오.

천종류

지퍼나 단추는 떼지말고 씻어서
접어 주십시오.
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비오는 날은 배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⑧흰색트레이

캔은 20cm
까지의 크기

페트병 식별마크가 있는
음료용, 특정 조미료의 페트병

음료，식료，마시는 약병 캔류。
화장품병。

가볍게 헹구고, 뚜껑(금속제 코르크
마개 등)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병과 캔은 같이 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깨진병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뚜껑과 라벨을 분리하여 행구어서
쭈그려뜨려 주십시오.
마시는 부분의 링은 뗄 필요가
없습니다。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⑨프라스틱제 용기포장

고기나 생선，야채 포장등에
색깔이나 모양이 없는 흰
식품트레이

가볍게 행구어 말려 주십시오.
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뚜껑

컵・팩
색깔이나 모양이
있는 트레이

소각쓰레기
50cm미만

타는

・

쓰레기

필름, 트레이의

재생안되는 종이

발포스치롤
의

불연쓰레기
50cm미만

타지않는 쓰레기

50cm미만의
냄비 주전자
소형가전제품

사기그릇

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가지치기한
나무는 길이를 50cm미만으로,
한손으로 들을수 있을 정도로

○음식 찌꺼기는 물기를 빼
주세요.

깨끗하게 털어 주십시오.
없으면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쓰레기
50cm이상, 2.5m이하

수은・폭발성・예리한것

형광등・전구 수은체온계

100kg이하의

쓰레기

청소센터에 직접 가져 오시면

자전거

이불

스키

장농

구멍을

유리제품

가지치기한 나무

위험물쓰레기

건전지

표시

※찌꺼기가 남아 있는것은 소각 쓰레기로 버려 주십시오.
※플라스틱 병 등의 뚜껑과 펌프는 분리하여 함께 배출해
주십시오.
전부 한꺼번에 투명 또는 반 투명의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 쓰레기봉지는 이중으로 싸지 마십시오.
※바람이 강한 날은 그물을 씌워，날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일

종이 귀저기

CD 비디오테프

그물 등

수요일

요일

음식찌꺼기

플라스틱 병

이 마크가
입니다.

내용물을 사용한 후 불필요한
프라스틱제 용기또는 포장
찌꺼기는 가볍게 헹구어서
과자 등의 봉투는，찌꺼기가

봉지

사용한

20cm이상의

캔

우산

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주세요. ※우산 등 길쭉한 것(1m이내)은
3개정도씩 끈으로 묶어 주세요.

○내용물이 들어있는 도료 캔 등은 비워
사용이 끝난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50cm미만의 가전제품으로써,
회수박스의 투입구에 들어갈 정도
크기의 물건은 전용회수박스를
이용하여 수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스프레이캔

라이터

칼종류

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긴 형광등은 종이상자에
넣은채로 버릴수 있습니다.
○라이터나 스프레이캔은 내용물을
전부 사용하여 주십시오.

○칼 종류는 수거할때 위험하므로
종이나 천으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센터로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뒷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형쓰레기 접수센터
☎(6 4 3) 5 3 7 1
월～토요일，오전９시～오후５시
1개당 830円，1회에 5개까지

종류별로 분별하여 정해진 요일의 오전8시30분（지역에 따라 7시）까지 배출 해 주십시오.
공휴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토요일，일요일，연말연시는 쉽니다.

韓国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