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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처리방법

쓰레기 종량제 적용대상 쓰레기는 어떤 것인가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가 이에 해당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

활쓰레기와 성상이 유사한 것으로서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처리가능한 쓰레기에 한하여 종량제를 적용합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시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연탄재만 있을 경우는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종량제봉

투를 사용하지 않은 재활용품은 수거일에 맞추어 지정된 장소에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지정된 장소에 일몰 이후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는 반드시 묶어서 배출해야 하나요?

봉투상단에 표시된 선까지만 쓰레기를 담고 나머지는 잘 묶어야 합니다. 봉투를 묶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상차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악

취가 나고 쓰레기 중의 물기가 흘러서 위생상 매우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봉투에는 10ℓ,  20ℓ,  50ℓ,  100ℓ등 4종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주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에 대하여는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

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단위 판매가(원) 소비자가(원)

10리터 130 140

20리터 241 260

50리터 592 640

100리터 1,164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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