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일몰 후 내집 앞, 내점포 앞 배출일몰 후 내집 앞, 내점포 앞 배출
수거시간 : 오전6시~오후3시 [※ 공휴일, 일요일 및 주중 법정 공휴일 미수거]

“제대로 된 쓰레기 분리배출은 자원으로 되돌아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휴지, 육류 뼈, 이물질이 묻은 

컵라면 용기 등 불에 타는 

쓰레기는 초록색 종량제 봉투 

및 엷은 회색 재사용 봉투에 

담아 배출

물기 제거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깨진 유리와 화분, 형광등은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 구입처 : 종량제 봉투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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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세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세요.

부직포 과일 완충제 각종 차류 및
한약재 등 찌꺼기

유색 식자재용기

오염된 비닐 유색스티로폼

오염된 스티로폼

오염된 용기

스폰지/건축용 압축제 복어 내장노끈

알껍데기

핵과류의 씨동물의 뼈다귀갑각류 껍데기

채소류 뿌리, 껍질, 
마늘대 등

야채류 껍질

부 과 항 목 과태료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 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 기존 종량제봉투(분홍색, 하늘색)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성남시 수정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31)729-5320~5

모든 재활용품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 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종이류 캔, 고철류

플라스틱류

종이팩류

유리병류

신문지, 책, 노트 등

음료수병, 기타병류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 전단지, 기름 등 

    오염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

종이류와 분리,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배출

※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시면 화장지로 교환

병뚜껑 제거 및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

※ 빈용기 보증금상담센터(1522-0082)

※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은 종량제 봉투 등에 배출 : 컵라면 등 코팅된 일회용기, 코팅된 종이(광고지 사진), 종이컵, 우산, 
테이프, 인형, 과일포장재, 알루미늄 호일, 음식물포장 랩, 알약포장재,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동물뼈, 티백, 수건, 한약재찌꺼기, 
카세트테이프, 유선줄, 호스, 신발, 찢어진 헌옷

※ 이불류는 소재에 따라 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청소대행업체 문의

※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 장판, 아이스박스, 가구, 카페트, 블라인드, 캐리어 등

철, 캔 알루미늄캔
플라스틱 뚜껑 제거 및 내용물 비운 후 배출

플라스틱 용기류, 색깔 있는 페트병
상표 제거 및 내용물 비운 후 배출

폐 스티로폼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반드시 구멍을 뚫어 내용물 비운 후 배출

공구, 철사, 못, 철사옷걸이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배출

투명페트병

음료, 생수 무색(투명) 페트병 용기
플라스틱류와 별도 분리하여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라벨 제거, 찌그러트려 뚜껑 닫기

전지류 건전지, 충전지 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

※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

비닐류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 등
오염된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형광등

형광등, 삼파장 전구, 기타
수은을 포함한 조명제품

깨지지 않은 상태로 전용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등은 불연성 마대에 배출

의류 의류

젖지 않은 상태로 투명 비닐에 묶어서 배출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관할 동 업체명 전화번호
신흥1동ㆍ복정동ㆍ신촌동(오야동, 심곡동)ㆍ

 고등동(상적동, 둔전동)
성남환경 714-6016

수진1동ㆍ위례동(창곡동)ㆍ시흥동(금토동, 사송동) 신우설비 721-4116

태평2동ㆍ단대동ㆍ산성동ㆍ양지동 삼성환경 757-7187
태평3동ㆍ태평4동ㆍ수진2동 한진종합용역 753-6401
신흥2동ㆍ신흥3동ㆍ태평1동 두림환경 707-3900

관할구역 청소대행업체 또는 인터넷 (waste.isdc.co.kr)

콜센터 : 1599-0903

인터넷 : www.15990903.or.kr

대형 폐기물 신고 접수처(청소대행업체)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