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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의미의 제도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
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
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
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하므로 국민 누구나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
한 노력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배출토록 하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환
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란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캔, 종이 등 쓰레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양을 줄이고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비용과 재활용함으로 얻어지는 자원의 재생산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창출을 가져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종류 쓰레기 배출요령

생활쓰레기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일부 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 안에 버려진 유리조각 등에 찔려 손이 찢어지는 등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유리, 깨진 그릇 등을 배출할 때에는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
록 신문지 등에 잘 싸서 테이프로 감은 후 배출한다.

대형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배출하
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수거요청(643-8204, 686-8204)한다. 

대형폐기물홈페이지 : https://waste.yumcorp.or.kr/

스티커지정판매소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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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감량 폐기물배출량통계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체현황

대형폐기물

 >  >  > 전자민원 분야별민원안내 생활폐기물 쓰레기종량제란쓰레기종량제란

(http://www.yeosu.go.kr)

/www/eminwon
/www/eminwon/field
/www/eminwon/field/waste
/www/eminwon/field/waste/intro
/www/eminwon/field/waste/intro
/www/eminwon/field/waste/waste_bag_store
/www/eminwon/field/waste/illegal_dumping
/www/eminwon/field/waste/recycle
/www/eminwon/field/waste/food_waste
/www/eminwon/field/waste/reduce_waste
/www/eminwon/field/waste/waste_stats
/www/eminwon/field/waste/disposition_company
https://waste.yumcorp.or.kr/
https://waste.yumcorp.or.kr/


대형가전 제품 방문 무상수거 :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1599-0903)

음식물 쓰레기

일반주택가 음식물 개별수거용기에 담아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에 비치된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한다.

음식점 및 단체급식업
소

음식물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용기용량에 맞는 음식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재활용 쓰레기

종이류 플라스틱표지, 스프링 등은 제거 후에 종류별로 묶고 젖지 않게 배출한다.

캔류 이물질 제거 후 폭발성이 있는 캔류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한다.

병류 병마개 및 이물질 등은 제거 후에 배출한다.

고철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플라스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뚜껑․ 상표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하고, 필림
류(라면,과자) 봉지류는 내용물 제거 후에 큰 봉투에 넣어 날리지 않게 배출한다.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전용 배출함에 배출한다.

스티로폼 부착상표 등 제거 후, 날리지 않게 묶어 배출한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읍·면·동 수거함에 배출한다.

재사용 봉투

재사용 봉투란 일반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 구입 시 담아주는 일회용 봉투 (일정금액 지불 - 일회용품 단속 규제대상)
대신 물건 구입 시 재사용봉투를 구입하여 가정으로 돌아온 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가능한 봉투를 말합니다.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가능한 일회용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합시다.

종량제 봉투 가격 안내

용
량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단위:원)

일반용 (재
사용)

음식물 스티커 (공동주
택용)

음식물 스티커 (단독주
택용)

음식물스티커 (상
가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3ℓ   100  

￦1,000 ~ ￦15,000

폐기물종류에 따른 해당스티
커 부착

5ℓ 140  150  

10ℓ 2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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