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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다함께 참여 합시다.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등 묶어서 재활용 배출장소에 배출

우유ㆍ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종이 상자류 접어서 배출장소에 배출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것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병류
맥주,소주,음료수,드링크병류
※ 빈용기(공병)보증금제도활
용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식기류, 도지기류 재활용 불가

고철류
고철, 양은, 스텐, 전선, 알미늄
샷시 등

재활용 배출장소에 배출

플라스틱류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
료수병, 스티로폼 식품 포장
용기 등
스티로폼 완충재 (가전완충
제, 농수산물상자)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장소에 배출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전자레인지
ㆍ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등이 직
접 회수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류는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
물류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후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일반 유리병, PET와 반드시 구분 배출)
흙 등을 털어낸 후 휘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마을 공
동집하장에 보관

1회용비닐
봉투, 제품
포장제

1회용비닐봉투(세탁소비닐
포함)
포장용비닐 및 포장제 라면봉
지 등 필름류

(분리배출) 삼각 수거마크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재
활용 가능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재활용 불가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 등 기타 수은 함
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아파트 및 동사무소에
분리배출수거함 비치됨)
깨진 형광등도 분리배출 가능

의류 면섬유류, 기타의류
의류수거 비치함에 배출
이불, 벼게는 재활용 불가

폐식용유 폐식용유

폐식용유를 모아서 용기에 보관
재활용사업자가 방문하여 수거 (명도자립센타
☏284-4879)

폐유, 폐타
이어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
타이어 등

카센타,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에 배출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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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안내

2023년 재활용 가능자원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안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홍보 안내

2022년 재활용 가능 자원 (폐건전지,종이팩,투명페트병) 종량제 봉…

2022년 재활용 가능 자원 (폐건전지,종이팩,투명페트병) 종량제 봉…

1회용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홍보물

종량제봉투 교환사업(폐건전지,폐형광등,종이팩) 안내 홍보물

번
호

제목 첨부파
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 이원행 2023-02-27 38

8 조해성 2022-12-28 135

7 조해성 2022-06-20 264

6 조해성 2022-01-25 380

5 조해성 2022-01-25 408

4 조해성 2021-08-10 536

3 관리자 2021-01-13 1204

2 김승규 2021-01-13 815

1 김승규 2021-01-13 1337

1

제목   검색

이어 타이어 등

전지류
수은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
전지, 카드늄전지 등

동사무소 또는 아파트의 건전지 비치함에 배출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인계(각 학교에 전지수거함 비
치됨)

종류 품목 배출요령

쓰레기는 야간에만 배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솔선 참여합시다.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해질때까지는 쓰레기 배출을 자제합시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목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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