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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불연 쓰레기

PC
클린 센터로 직접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

은 불가

TV 수거 불가
판매점 등에 상담 / 재활용 요금 지불이

필요

방석 가연 쓰레기 한 번에 2장까지 배출 가능

가방 천, 가죽 가연 쓰레기
금속 부분을 제거 할 수 없을 경우 불연

쓰레기로 배출

가스 레인지 내장형 수거 불가

가스 렌인지 탁상형, 거치형 대형 쓰레기 3구 이상인 것은 불가 500mm 이하는 불연 쓰레기로 배출

가스봄베 수거 불가

건조기 의류 건조기 수거 불가
판매점 등에 상담 / 재활용 요금 지불이

필요

건조기 식기 세척 건조기 대형 쓰레기 내장형은 불가 500mm 이하는 불연 쓰레기로 배출

건조기 이불 건조기 불연 쓰레기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건조제 식품용 가연 쓰레기

고타츠 본체, 테이블 상판 대형 쓰레기

골프 가방 대형 쓰레기

골프공 불연 쓰레기

골프채 대형 쓰레기

우유 용기 종이팩 자원
팩 안을 깨끗이 헹군 다음 잘라서 펼쳐 건

조시킨 후 끈으로 묶어 서 배출

우유 용기 병 자원 가능한 한 판매점에 반환

난로 전기식, 석유팬히터 불연 쓰레기
연통이나 연료탱크는

불가
등유와 건전지를  빼고 배출

점토 수거 불가
기름 점토, 종이 점토는 가연 쓰레기로

배출

노란 고무줄 가연 쓰레기

농약 수거 불가

바느질 바늘 불연 쓰레기
종이에 싸서 「危険(위험)」이라고 써서

배출

단열재 건축용 수거 불가

담배 꽁초 가연 쓰레기

담배 종이상자 자원

담배 포장 필름 플라스틱 자원

대나무 가연 쓰레기 500mm 미만으로 잘라서 배출

전자레인지 불연 쓰레기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전화기 유선전화 불연 쓰레기
건전지는 따로 분리해서 유해 쓰레기로

배출

전기 카펫 대형 쓰레기

전기 담요 대형 쓰레기

도료 페인트 수거 불가

돗자리 대형 쓰레기
500mm 미만으로 자른 것은 가연 쓰레기로

배출

뚜껑, 마개 금속제 불연 쓰레기

뚜껑, 마개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원

라무네 병 불연 쓰레기

라이터 불연 쓰레기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라켓 스포츠 용품 불연 쓰레기

냉장고 수거 불가 판매점 등에 상담 / 재활용 요금 지불이 필요

리튬 배터리 충전할 수 없는 것 유해 쓰레기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식 수거 불가 판매점에 반환

베개 가연 쓰레기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매트리스, 침대 매
트

대형 쓰레기

메탈 랙
두께 2mm 미만, 길이

1800mm 미만
대형 쓰레기

모바일 배터리 유해 쓰레기

담요 자원 전기 담요는 대형 쓰레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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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길이 500mm 미만, 두
께 20mm 미만, 폭
200mm 미만

가연 쓰레기 건축재료는 불가

무선 이어폰 충전식 유해 쓰레기

미니 콤포넌트 불연 쓰레기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방충망 문,창 대형 쓰레기

배터리 자동차용, 오토바이용 수거 불가

배트 불연 쓰레기

버튼형 건전지 수거 불가

화분 화분 불연 쓰레기
한 변 길이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변기 수거 불가

벽지 수거 불가

변좌 온열 비데 변좌 포함 대형 쓰레기

볼(공) 불연 쓰레기

볼펜 불연 쓰레기

분말 우유 용기 캔 불연 쓰레기

불꽃 놀이 폭죽 가연 쓰레기 물에 담가 충분히 적신 후 배출

블록 콘크리트 수거 불가

비닐 시트, 레저
시트

대형 쓰레기
500mm 미만으로 자른 것은 가연 쓰레기로

배출

빨래 건조대 콘크리트 토대 수거 불가

빨래 건조대 막대기, 버팀대 대형 쓰레기
1800mm를 초과하는 것
은 불가

소화기 수거 불가
스프레이식은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불연 쓰레기로 배출

사진 네거티브 필름 가연 쓰레기

생리 용품 가연 쓰레기

세탁기 수거 불가
판매점 등에 상담 / 재활용 요금 지불이

필요

선풍기 대형 쓰레기

무선 청소기 대형 쓰레기 배터리는 분리해서 유해 쓰레기로 배출

랩(식품용) 랩 가연 쓰레기

모래 수거 불가

스웨터 자원

스쿠터 수거 불가 판매점 등에 상담

스타킹 가연 쓰레기 500mm 미만이 되도록 잘라서 배출

스프레이 캔 불연 쓰레기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시트 농업용 수거 불가

시트 가정채원용 가연 쓰레기 500mm 미만이 되도록 잘라서 배출

실리콘 고무 제품 찜통, 보울 등 가연 쓰레기
고무 이외의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은

불연 쓰레기로 배출

기름 연료, 기계용 수거 불가

기름 식용, 미용 가연 쓰레기 액체는 불가
응고제로 굳히거나 종이나 천에 흡수시켜

서 배출

아이스 박스 대형 쓰레기 500mm 이하는 불연 쓰레기로 배출

안경 불연 쓰레기

알루미늄 코팅 봉투 과자, 레토르트 식품 플라스틱 자원

알루미늄 호일 가연 쓰레기
금속 커터는 상자에서 분리한 후 종이에

싸서 불연쓰레기로 배출

어린이 카시트 자동차용 대형 쓰레기

어항 유리, 플라스틱 불연 쓰레기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에어컨 수거 불가
판매점에서 상담 / 재활용 요금 지불이

필요

낙엽 가연 쓰레기 한 번에 2봉지까지 배출 가능

동물 화장실 모래 가연 쓰레기 벤토나이트계는 불가 소량씩 나눠서 배출

마요네즈 용기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원 깨끗이 씻을 수 없을 경우 가연 쓰레기로 배

케첩 용기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원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 할 수 없을 경우 가연 쓰레기

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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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매트 대형 쓰레기
한 변의 길이가 500mm 이하인 것은 가연

쓰레기로 배출

워터 서버 수거 불가

일두캔(18리터캔) 상기 이외 수거 불가

일두캔(18리터캔) 소독액용
클린 센터로 직접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
은 불가

일두캔(18리터캔) 과자용 불연 쓰레기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용 수거 불가 판매점에 반환

재택 의료기구 상기 이외 수거 불가 의료기관에 반환

재택 의료기구 튜브・수액백 가연 쓰레기 바늘은 빼서 의료기관에 반환

장난감 불연 쓰레기

건전지는 따로분리해서 유해 쓰레기로 배

출하고 한 변 길이가 500mm 이상인 것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재봉틀 대형, 발판식 수거 불가

재봉틀 소형, 전동식 불연 쓰레기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
은 불가

전단지 자원

정원수
직경 50mm, 길이

500mm 이하
가연 쓰레기

흙을 털어낸 후 직경 300mm 이하로 묶어

서 배출

정원수 길이 1800mm 미만 대형 쓰레기
직경 100mm를 초과하

는 것은 불가
흙을 털어낸 후 배출

젖병 불연 쓰레기

조립식 창고 강판 대형 쓰레기
900mm를 초과하는 것
은 불가

조인트 매트 스펀지, 코르크 가연 쓰레기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좌식 의자 대형 쓰레기

주방랩 박스, 종이

심
자원

주방랩 상자 톱니 금속 불연 쓰레기

자전거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대형 쓰레기 배터리는 불가 판매점에 상담

자전거 상기 이외 대형 쓰레기

청소기 불연 쓰레기
몸통 길이가 500mm 이상일 경우 대형 쓰

레기로 배출

주사기, 주사 바늘 수거 불가 의료기관에 반환

일회용 핫팩 가연 쓰레기

카드 플라스틱 가연 쓰레기 신용 카드 등은 가위로 자른 후 배출

종이팩 안쪽은 은색 가연 쓰레기

종이팩 안쪽이 흰색 자원
팩 안을 깨끗이 헹군 다음 잘라서 펼쳐 건

조시킨 후 끈으로 묶어 서 배출

우산 불연 쓰레기

카세트 테이프 불연 쓰레기

과자 용기 은색 가연 쓰레기

과자 용기 종이상자 자원

과자 용기 캔 자원

과자 용기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원
씻어도 내용물이나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연 쓰레기로 배출

카펫 대형 쓰레기

건전지 유해 쓰레기 봉투에 넣어 노란 바구니 옆에 배출

커튼 레이스 가연 쓰레기 500mm 미만으로 잘라서 배출

커튼 천 자원

컵라면 용기 종이 용기, 뚜껑 자원 깨끗이 씻어서 배출

컵라면 용기 발포 스티롤, 플라스 플라스틱 자원 깨끗이 씻어서 배출

컵라면 용기 스프 봉투등 플라스틱 자원 깨끗이 씻어서 배출

화장품 용기 투명 유리 자원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없을 경우 불연 쓰레기

로 배출

화장품 용기 유백 유리 불연 쓰레기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화장품 용기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원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 할 수 없을 경우 가연 쓰레기

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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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조명기구 대형 쓰레기
형광등는 따로 분리해서 유해 쓰레기로

배출

형광등 형광관(빛나는 부분) 유해 쓰레기 봉투에 넣어 노란 바구니 옆에 배출

휴대폰 수거 불가
판매점에 반환하거나 소형 가전 회수 상

자에 배출

휴대용 게임기 불연 쓰레기
건전지는 따로 분리해서 유해 쓰레기로

배출

콤팩트 디스크, CD 불연 쓰레기

콤포넌트 스테레오 불연 쓰레기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약 정제, 분말 가연 쓰레기

약 용기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원

신발 가연 쓰레기
금속 부분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불연 쓰

레기로 배출

볼링 공 수거 불가

나무, 가지
직경 50mm, 길이
500mm 이하

가연 쓰레기
흙을 털어내고 직경 300mm 이하로 묶어서

배출

나무, 가지 길이 1800mm 미만 대형 쓰레기
직경 100mm를 초과하

는 것은 불가
흙을 털어내고 배출

금고 내화 금고 수거 불가

타이어 오토바이용, 자동차용 수거 불가

타이어 자전거용 불연 쓰레기 500mm 미만으로 묶어서 배출

타이어 체인 금속, 고무 대형 쓰레기

타이어 튜브 가연 쓰레기
금속 부분은 불연 쓰레기로 배출 / 500mm

미만이 되도록 묶어서 배출

다다미 수거 불가

철 아령 2kg 이하 불연 쓰레기 2kg 넘는 것은 불가

등유 수거 불가

흙 수거 불가

튜브용기 플라스틱 식품용 플라스틱 자원
깨끗이 씻을 수 없을 경우 가연 쓰레기로

배출

페인트 스프레이 캔 불연 쓰레기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

은 불가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페인트 캔 불연 쓰레기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

은 불가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체온계 전자식 불연 쓰레기
건전지는 따로 분리해서 유해 쓰레기로

배출

체온계 수은식 유해 쓰레기

페트병 페트병 자원

페트병 라벨, 뚜껑 플라스틱 자원

폴리탱크 불연 쓰레기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 18리터

를 넘는 것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풀, 꽃, 잎 가연 쓰레기
흙을 털어내고 한 번에 2봉지까지 배출

가능

프린터 PC용 불연 쓰레기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

은 불가
500mm 이상은 대형 쓰레기로 배출

목욕매트 대형 쓰레기

목욕탕 뚜껑 대형 쓰레기

칫솔 플라스틱 불연 쓰레기

칫솔 전동식 불연 쓰레기
건전지는 따로 분리해서  유해 쓰레기로

배출

발포 스티롤 용기, 완충재 플라스틱 자원

헤어 스프레이 캔 불연 쓰레기 내용물을 전부 사용한 후 배출

보냉재 가연 쓰레기

후스마 수거 불가

이불 대형 쓰레기 1장씩 묶어서 배출

휴대용 부탄가스 용

기
불연 쓰레기 가스를 전부 다 사용한 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