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를 어디로?
중요한 쓰레기 종류에 대한 정보 

생체 바이오 쓰레기

다음과 같은 부엌 쓰레기:
* 과일이나  채소 또는 음식물 찌꺼기
* 육류, 생선류 쓰레기 및 뼈 (퇴비에는 넣지 않도록!)
* 원두커피 찌꺼기와 커피 여과지, 차 찌꺼기와 차 여과지
* 종이 봉지
다음과 같은 정원쓰레기:
* 깎은 잔디 여분, 낙엽, 잡초류, 식물이나 화초류

☺이와 같은 유기물 쓰레기는 녹색의 생체바이오 쓰레기통에 넣거나 자기 소유의 정원에 퇴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는 겨울에는 2 주에 한 번, 여름에는 매주 실시됩니다 (쓰
레기 수거일은 쓰레기 달력 참조).

 이물질이 없는 생체 쓰레기만이 질이 좋고  유해성분이 적은 퇴비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 또는 용기

* 음료수캔, 통조림통, 병마개, 병뚜껑
*  합성 수지류 (예: 비닐봉지, 요구르트병)
* 청결한 스티로폴, 샴푸병 등등
* 복합포장용기 (예: 음료수 비닐팩)
* 알류미늄 호일이나 알루미늄 뚜껑

☺ 이와 같은 쓰레기는 노란색 재활용품 비닐자루에 넣어야 합니다. 수거는 2 주에 한 번 실시됩
니다 (쓰레기 수거일은 쓰레기 달력 참조).

 쓰레기 재활용보다 쓰레기 배출 방지가 훨씬 낫습니다! 다회용 용기의 제품이나   포장이 안
된 제품을 이용하십시오.

빈병
☺ 빈병은 병 수집 컨테이너로 가져오십시오 (컨테이너 위치는 쓰레기 달력 참조). 병의 색깔에
따라 분리하여 (흰색/갈색/녹색)  수집됩니다.

 일회용 팩 등의 포장용기 대신 가능한 한 다회용 병 등을 사용하십시오.

폐휴지

* 신문, 잡지, 선전용 카탈로그
* 마분지 상자류
*  기타 파지

☺ 폐휴지를 끈으로 묶거나 마분지 상자 또는 종이 봉지에 넣어 수거에 편리하게 준비를 해 주
십시오. 폐휴지 수거는 6 주에서 8 주에 한 번 실시 됩니다 (쓰레기 수거일은 쓰레기 달력 참조).

 기록, 인쇄, 복사시에는 종이의 양면을 다 사용하십시오. 재생 용지를 사용하시면 귀중한 자
원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문제의 쓰레기

* 페인트, 라카등의 유약류
* 가사용 화학제품, 농약 등 식물용 방충제
* 형광등, 에너지 절약 전구
* 건전지
* 약품

☺ 문제의 쓰레기는 유해 물질 수집 장소로 가져오십시오 (유해 물질 수집 장소는  쓰레기 달력
참조).

 문제의 쓰레기는 환경을 위협하니만큼 그 속성에 맞는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
오!

일반쓰레기

* 담배 꽁초, 재
* 진공청소기 봉투의 쓰레기, 도로 쓰레기
* 기저귀, 생리대, 귀 청소봉 등등
* 전구
* 육류, 생선류 쓰레기 및 뼈

  
☺재색 쓰레기통의 일반 쓰레기는 14 일 주기(2 주마다)로  수거됩니다 (수거일은 쓰레기 달력
참조).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만이 일반 쓰레기통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게 더 있습니까? 쓰레기에 관한 상담:  07071/207 1310-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