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별 일람표(韓国語)
가연성쓰레기(연소나 다투는 쓰레기)
주 2 회 수집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잘 뺀다



소량의 식용유는 굳힐지 천등에 배어들게 한다



종이 기저귀는 오물을 제거한다



가지는 지름 10cm 이하, 길이 60cm 이하를 30cm 정도로
해서 묶는다



음식물 쓰레기(물고기·무·나뭇 잎·조개등)



헌옷·베개·누더기 천·방석등(지 기저귀)



발포 합성수지·플라스틱 바께쓰·칫솔·플라스틱제 장난감·비디오 테이프·CD 등



가지·낙엽



장화·가죽 구두·슬리퍼·가방·가방 등



담요·타월·시트

가연성자원(헌 종이)



낙엽은 봉투에 넣는다



세제 상자는 가연성쓰레기에서 낸다



발포스티롤은 작게 나누고 있기 시작한다



종류마다에 (잘잘한 것은 종이 봉지에 넣어) 끈으로 십자에

월 3 회 (제 1·제 3·제 4 수요일)수집
주: 제 2· 제 5 주의 가연성자원의 수집은 없습니다.

묶는다 (검 테이프는 불가)


우유지 팩은 헹궈서 말려서 절개해 묶는다



종이 팩 안(속)이 은색의 물건은 가연성쓰레기에서 낸다



종이용기포장은 종이 마크를 표식에 묶어 두꺼운 종이로
낸다



신문



우유·종이 팩



골판지(파도 모양 유)



잡지·책·두꺼운 종이(지 용기포장)



티슈 상자·과자상자등



잡이 보아 (광고지·종이 봉지·포장지등)

비가연성 쓰레기(연소 여위지 않는 쓰레기)
월 2 회 수집 (제 5 주째의 수집은 없습니다)



지역의 집단회수에 협력합시다



비내리는 날은 할 수 있으면 피합시다



통조림의 통은 헹구고 나서 낸다



깨진 유리 등은 위험하기 때문 종이에 싸 표시한다



병류는 반드시 뚜껑을 훔쳐 헹군다



뚜껑은 재질에 의해 분별한다
금속제의 뚜껑:비가연성 쓰레기
플라스틱제의 뚜껑:플라스틱 용기포장



통조림·과자통등



유리제 컵·접시·화장품의 병



소형의 가전제품(라디오 카세트·포트·드라이어·장난감(금속 포함한다)등)



남비·솥·주전자·후라이팬 등



밥공기·화병·질냄비등



가위·부피·면도기·부엌칼등



면도기·부엌칼등은 종이에 싸고 있기 시작한다



장난감 등의 전지는 제거해 유해 쓰레기에

쓰레기 분별 일람표(韓国語)
불연성자원(병·음료통·페트병)
월 2 회 수집 (제 5 주째의 수집은 없습니다)



종류마다에 나누고 있기 시작한다



폐유는 페트병에 넣어, 비닐 봉지에서 낸다



페트병은 뚜껑을 훔쳐 헹구고 있기 시작한다
뚜껑은 플라스틱 용기포장으로 낸다



병은 뚜껑을 훔쳐 헹구고 있기 시작한다
금속제의 뚜껑:비가연성 쓰레기
플라스틱제의 뚜껑:플라스틱 용기포장



유해 쓰레기는 따로 따로인 봉투에 넣는다



카세트 봄베·스프레이 캔·라이터 등은 반드시 내용을 다
쓰기 시작한다 (화재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





음료통(철캔·알루미늄 깡통)



잡 병(커피·드링크·소주·술 1 되 컵 등)



순(숫) 병(맥주 병·1 말 병(차·초록))



페트병



유해 쓰레기(카세트 봄베·스프레이 캔·라이터 등)



유해 쓰레기(건전지)



유해 쓰레기(형광등·전구)

형광등·전구는 구입시의 케이스 등에 넣고 있기 시작한다



플라스틱 용기포장(컵·트레이)
제 1 주부터 제 4 주까지 수집

비닐봉지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봉투에 넣고 있기
시작한다



반드시 헹궈서 건조시키고 나서 낸다



뚜껑은 반드시 떼고 있기 시작한다



더러움이 지독한 것이나 튜브 등으로 헹굴 수 없는
것은 가연성쓰레기에서 낸다



컵·트레이·팩·과자봉투·페트병의 뚜껑 등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이란, 상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안의 상품이
사용되어서 불필요해진 물건입니다.

대형쓰레기



원칙자기반입입니다

자기반입



자기반입이 곤란할 경우는, 대형쓰레기 운반
취급업자에게 의뢰해서 아래 반찬(유료)



가구·책상·의자



스토브



카펫



자전거



이부자리



전자렌지



인화성이 있는 물건(오일 통·가솔린 통·폴리에틸렌 탱크)

주:대형쓰레기의 크기 기준은, 45ℓ의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단, 규정의
크기이하이여도 대형쓰레기 취급에 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