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바른배출 이것만은     기억해요!꼭

생활쓰레기 수수료 조견표
(종량제 봉투, 음식물 스티커 밴드, 대형 폐기물)

가연성(일반 쓰레기)  월, 화, 목, 금요일

불연성 쓰레기  토요일(흰색 매립용 마대)

재활용품  수, 토요일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전용용기에 담아 스티커밴드를 붙여서 배출

- 남 구 : 월, 수, 금요일(송도동 제외)

- 북 구·송도동 : 화, 목, 토요일

형광등,건전지  별도의 설치된 배출용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대형폐기물
- 인터넷 배출 신고 후 납부필증 출력 부착 또는 접수번호 기재 후 배출

 ※ 침대, 의자, 책장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것
-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전화신청(270-4845) 후 배출

대형폐가전제품
- 1599-0903으로 전화신고 / 인터넷 접수(www.15990903.or.kr)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당일 아침 6시까지 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쓰레기 수거일



용  량 용  도 공급가격 판매가격

3리터 일반용 109 120

5리터
일반용 182 200

불연성 마대 182 200

10리터

일반용 364 400

재사용 364 400

불연성 마대 364 400

20리터

일반용 728 800

재사용 728 800

불연성 마대 728 800

50리터
일반용 1,820 2,000

공공용 무  료 무  료

100리터
일반용 3,640 4,000

공공용 무  료 무  료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별표 1】

【별표 2】

구 분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용기 규격 공급가격 판매가격

단독주택 5L 246원 270원

음식점 및
공동주택

20L 1,001원 1,100원

60L 3,003원 3,300원

120L 6,006원 6,600원

개별 계량장비 방식 가격(원/kg) 비고

75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원)

가방류
골프가방 3,000

가로50센티미터 이상 3,000
가로50센티미터 미만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미터 이상 6,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가습기
1미터 이상 5,000
1미터 미만 3,000

간   판
가로,세로1미터 이상 6,000
가로,세로1미터 미만 4,000

개   집 모든규격 4,000

거울
(액자)

높이1미터 이상 7,000
높이1미터 미만 5,000

높이50센티미터 미만 3,000

고무통
지름1미터 이상 5,000

지름50센티미터 이상 3,000
지름50센티미터 미만 2,000

공기청정기
1미터 이상 6,000
1미터 미만 3,000

금   고
대형(1미터 이상) 15,000
소형(1미터 미만) 10,000

기름탱크(통)
400리터 이상 7,000
400리터 미만 5,000

김치냉장고
130리터 이상 5,000
130리터 미만 3,000

난   로 모든규격 4,000

냉장고

700리터 이상 15,000
500리터 이상 10,000
300리터 이상 8,000
300리터 미만 6,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당구대 나무틀 20,000

대자리
발 2,000

돗자리 4,000
드럼통 개당 3,000

등   류
장식용 5,000
일반용 3,000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별표 3】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원)

라디오, 녹음기 모든규격 3,000
러닝머신
(운동기구)

폭1미터 이상 5,000
폭1미터 미만 4,000

마네킹 모든규격 2,000
마   대 80킬로그램 쌀포대기준 3,000

매트리스
2인용 7,000
1인용 4,000
유아용 3,000

침   대

2인용 이상 15,000
1인용 10,000

유아용침대 5,000
어린이2층침대 15,000

돌침대세트(2인용) 30,000
돌침대세트(1인용) 20,000

목재류

100리터 3,000
50리터 2,000

합판류(1제곱미터 이상) 3,000
합판류(1제곱미터 미만) 2,000

지게차파레트 4,000

문(짝)
목문 6,000

샷시문 4,000

문   갑
1미터 이상 5,000
1미터 미만 4,000

물탱크
(저수조)

1,000리터 이상 20,000
1,000리터 미만 15,000

믹서기(분쇄기) 모든규격 1,000
방충망 모든규격 3,000

벽시계
대형(1미터 이상) 5,000
중형(1미터 미만) 3,000

소형(0.5미터 이하) 2,000

변   기
양변기 10,000
화변기 4,000

유아용변기 3,000
병풍(블라인드) 모든규격 5,000

보일러
기름보일러 15,000
연탄보일러 7,000

복사기 모든규격 7,000
비디오 모든규격 3,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상
4인용 이상 3,000
4인용 미만 2,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5단 미만 4,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원)

선풍기
대형(스탠드) 5,000 
소형(일반) 3,000

세면기 모든규격 3,000

세탁기
10킬로그램 이상 6,000
10킬로그램 미만 4,000

소화기
소형(3.3킬로그램 이하) 1,000

중형(3.3kg초과 10kg 이하) 2,000

쇼   파

3인용 이상 10,000
2인용 7,000
1인용 4,000

보조의자 3,000

수족관
5세제곱 이상 20,000
2세제곱 이상 15,000
2세제곱 미만 10,000

스키(보드) 모든규격 2,000

스피커
대형(1미터 이상) 3,000
소형(1미터 미만) 2,000

식기건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   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5,000

대리석 5인용 이상 12,000
대리석 4인용 이하 8,000

신발장
높이1미터 이상 5,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쌀   통 모든규격 3,000

쓰레기통
대형(일반쓰레기) 5,000

중형(음식물) 3,000
가정용 1,000

씽크대
대(大) 1짝 7,000
소(小) 1짝 5,000

씽크찬장
2칸 4,000
1칸 3,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3,000

에어컨
온풍기

264제곱미터형 이상 10,000
66제곱미터형 이상 7,000
66제곱미터형 미만 4,000

실외기 4,000
옷걸이 스텐드형 3,000

욕   조
일반용 7,000
유아용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의   자
안마의자 7,000

사무용(업소용) 5,000
일반의자 3,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원)

이   불
대(겨울용) 5,000
소(여름용) 3,000

자동판매기
폭1미터 이상 15,000
폭1미터 미만 10,000

자석요(옥매트)
2인용 10,000
1인용 7,000

자전거
성인용 7,000

어린이용 4,000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놀이집 등) 5,000

소형(3킬로그램 당) 1,000

장   롱
폭1미터 이상 20,000
폭1미터 미만 15,000

쥬니어장 10,000

장식장
높이1.5미터 이상 10,000
높이1.5미터 미만 7,000

장   판 3.3제곱미터 당 3,000
재봉틀 모든규격 4,000

전기밥통(밥솥) 모든규격 3,000

전기장판

옥(황토)2인 5,000
옥(황토)1인 3,000
일반2인용 3,000
일반1인용 2,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전자오락기
(게임기)

높이1미터 이상 7,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전자후라이팬 모든규격 2,000

전   축
폭 또는 높이1미터 이상 7,000
폭 또는 높이1미터 미만 5,000

전축케이스
대형(1미터 이상) 6,000
소형(1미터 미만) 4,000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정수기

(냉온수기)
높이1미터 이상 5,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정화조
10인용 이상 20,000
10인용 미만 15,000

차탁자
(응접세트)

3인용 이상 5,000
2인용 3,000
1인용 1,000

찬   장
폭1.5미터 이상 10,000
폭1미터 이상 7,000
폭1미터 미만 5,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원)

책   상
대형, 양수 7,000
소형, 편수 5,000
컴퓨터용 3,000

책   장
높이1.5미터 이상 10,000
높이1.5미터 미만 7,000
높이1미터 미만 5,000

청소기
대형(업소용) 5,000
소형(가정용) 3,000

칠판(게시판) 모든규격 3,000

카페트
2미터X4미터 이상 7,000
2미터X4미터 미만 4,000

캐비닛
높이1미터 이상 6,000
높이1미터 미만 4,000

커피메이트 모든규격 2,000

컴퓨터
본체 4,000

모니터 4,000
키보드 1,000

탁구대 모든규격 10,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텐   트
5인 이상 3,000
5인 미만 2,000

텔레비전(TV)
42인치 이상 7,000
25인치 이상 6,000
25인치 미만 4,000

텔레비전(TV)대 모든규격 4,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평   상
목재 8,000
철재 6,000

프린터기 모든규격 4,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어프라이트 15,000
디지털(오르간포함) 5,000

항아리
대형(100리터 이상) 7,000
중형(30리터 이상) 4,000
소형(30리터 미만) 2,000

화   분
높이50센티미터 이상 3,000
높이50센티미터 미만 2,000

화장대
폭1미터 이상 7,000
폭1미터 미만 5,000

환풍기
대형(1미터 이상) 5,000
소형(1미터 미만) 3,000

휠체어
전동 8,000
일반 2,000

(주)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전용종량제봉투(마대)에

배출해주세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내용물을 비운 후 헹구고,
이물질 분리 후 종류별 분리배출

2018년 12월 1일부터는

생활쓰레기가 에너지연료로 사용됩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불에 타는 것(가연성)은
종전과 같이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 매립발전소 연료

불에 타지않는 것(불연성)은
전용종량제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재활용 할 수 없는 것

매주 금요일 일몰후(토요일 수거)
※ 그 밖의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는 종전과 동일

깨진유리, 도자기, 패류껍데기, 뼈다귀 등

배출일시?

불에타지않는 쓰레기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