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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방법 알아보기

폐지와 폐플라스틱을 분리수거 하는 요령을 알아봅시다. 집에서 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폐지 분리배출

폐지를 분리배출할 때 주의할 점은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지 : 신문지만 따로 모아 30Cm 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서 보관합니다. 이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됩니다. 비닐이 섞
이면 재활용이 어려워 비닐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헌책,잡지류 : 헌책, 잡지류, 노트 등을 30Cm 높이로 묶어 신문지와 같은 요령으로 보관합니다. 이때 비닐로 코팅되거나 접합된 겉표
지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제거합니다.
상자류 : 라면상자나 각종 가전제품 포장재, 과자상자 등은 납작하게 부피를 줄인 후 끈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음료수팩, 우유팩 : 내용물을 비운 후 양옆을 납작하게 눌러 우유팩에 5~6개씩 넣어 보관하거나 펴서 말린 후 보관합니다.

폐플라스틱의 분리수거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으로는 각종 세제용기류, 삼푸, 린스 용기류와 바가지, 함지박, 기타 식기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쌀포대,
비료포대는 물론 밴드, 끈도 모으면 재활용 됩니다.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요령

폐플라스틱은 성상과 재질이 다양해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분리배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페인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폐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깨끗이 씻어 끈으로 묶어서배출 합니다.
폐스티로폼 중 컵라면 용기, 도시락 등 1회용 용기와 수산양식용 폐부자, 건축용 단열재,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로 코팅
된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안됩니다.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옷걸이 등 복합 재질로 된 폐플라스틱과 재떨이, 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
출하면 안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을 포장한 스티로폼은 판매자에게 되돌려 줍시다.
농촌의 폐비닐은 하우스용 비닐과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일정한 크기로 뭉쳐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
에 보관합니다.

고철 분리수거

고철에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자가발생 고철과 철강재를 이용하여 공업용, 소비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고
철, 사용후 소비자로부터 처리된 철강 폐기물로서 재사용이 적합하도록 처리된 노 폐고철을 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고
철은 바로 노 폐고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쓰임새를 다한 철제로된 각종 주방용품, 생활용품들도 분류하여 모아두면 모두 훌륭한 자원
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배출 요령 - 가급적 부피를 줄여서 배출하고 용기류의 경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뒤 플라스틱이나 기타 이물질로 된 뚜껑을 분리하
여 배출합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섞인 라디오, 시계 등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분리 배출하면 안됩니다.

분리수거안내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open_data
/www/open_data/life_environment
/www/open_data/life_environment/separate_collection
/contents/15358/sorting01.pdf
/contents/15358/sorting02.pdf


캔 분리수거

캔에는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재활용 마크가 각각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철캔과 알루미늄캔을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알루미늄캔과 철캔을 구별하는 요령 : 알루미늄캔은 반짝거리고 은빛이 나며 색상이 선명합니다. 특히 철캔에 비해 가벼우며 잘 쭈그
러집니다. 캔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납작하게 쭈그러뜨려 배출합니다.
뚜껑분리형의 경우에는 뚜껑을 캔속에 넣어 함께 배출합니다.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은 뒤 쭈그러뜨려 배출합니다.

유리병 분리수거

유리병은 깨어지지 않는 동안 계속 사용하거나 다시 회수되어 새로운 용기로 재사용하는 등 재활용 효과가 높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 이물질로 된 뚜껑을 제거합니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되도록 무색, 청·녹색, 갈색으로 분리 배출합니
다. 판유리나 형광등, 백열등, 거울 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농약 빈병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
여 뚜껑을 분리, 마대에 따로 넣어 배출합니다.

가구 분리배출

가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가구재활용 협의회에서 주로 수거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등 분리배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합니다. 전지류,타이어,윤활유,TV,냉장고,세탁기,휴대폰,형광등,컴퓨
터,오디오 등은 구입처(판매점,대리점)에서 회수하도록 합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 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쓰레기 감량화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선별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비닐, 병뚜껑, 은박지, 젓가락 등의 이물질과 필요시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별도로 배출하고 김치 등은 씻어서 배출
하면 됩니다.
동식물성 유지류, 중금속 오염기능 물질 및 잉크물질은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가정용 수집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가정용 수집용기에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공동수거 용기에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단계별로 조리 전 쓰레기, 조리 후 먹고 남긴 쓰레기(잔반)를 구분하여 수집용기에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리후 먹고 남긴 쓰레기는 체나 망사형자루 등에 수집하여 자연탈수 또는 간단한 기기. 기구를 이용하여 물
기를 제거합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은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감량화 처리를 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장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장,백화점,호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형태들을 감안하여 분리 수집이 용이한 장소에 적정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고, 음식
물 쓰레기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 수집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 일정표

읍면 수거 일정

장흥

07:00 ~ 12:00 : 시가지 쓰레기 수거
13:00 ~ 16:00 : 시가지 청소 및 적체 쓰레기 수거 
- 재활용품 수거 : 화요일, 금요일 
※ 13:00 ~ 16:00 : 월 ~ 금 음식물 수거  (공동주택 및 기관, 식당 등)

관산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관산

09:00 ~ 12:00 : 시가지생 활쓰레기 수거
13:00 ~ 18:00 : 시가지(마을)재활용품 수거 및 청소

대덕

용산

안양

장동

장평

유치

부산

회진

읍면 수거 일정

※ 상기 수거 일정은 읍·면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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