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꼭! 신고 후
배출해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꼭! 신고 후 배출해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 : 20ℓ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또는 자치구에 서면 신고

특수규격봉투는

구매하실 때 구매대장을

꼭 작성해요.

자치구 해당부서 연락처

종 로 청소행정과 2148-2377

중 구 청소행정과 3396-5486

용 산 자원순환과 2199-7304

성 동 청소행정과 2286-5531

광 진 청소과 450-7613

동대문 청소행정과 2127-4721

중 랑 청소행정과 2094-1955

성 북 청소행정과 2241-4405

강 북 청소행정과 901-6783

도 봉 자원순환과 2091-3265

노 원 자원순환과 2116-3806

은 평 자원순환과 351-7564

서대문 청소행정과 330-1509

자치구 해당부서 연락처

마 포 청소행정과 3153-9205

양 천 청소행정과 2620-3425

강 서 자원순환과 2600-4071

구 로 청소행정과 860-2945

금 천 청소행정과 2627-1484

영등포 청소과 2670-3491

동 작 청소행정과 820-9140

관 악 청소행정과 879-6206

서 초 청소행정과 2155-6751

강 남 청소행정과 3423-5972

송 파 자원순환과 2147-2860

강 동 청소행정과 3452-5872

<문의 및 신고>



해당 구청

홈페이지 접속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 접속
배출 신고 등록
(배출일, 장소, 품목, 사진 등 입력)

전산망 신고 

이용 안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순서대로 분리 배출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소량일 경우 특수규격봉투 배출, 다량일 경우는 직접 또는 위탁 운반·배출합니다.

특수규격봉투

(PP마대)

20ℓ 10매

배출자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구청의

이송 처리

PP마대 구입

(구매대장 작성)

봉투 판매소 PP마대 배출

공사장

폐기물량

사전예측

5톤 미만 폐기물

배출자

구청 신고
(서면·전산망 이용)

구청 신고
(서면·전산망 이용)

처리 결과 안내

※ 판매 제한 등은 구청에 따라 10매 미만으로 제한 가능, 배출 가능 여부는 해당 구청에 문의 후 배출

위탁처리

(위탁업체)

차량에 상차
배출

불연성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위탁업체의

이송 처리

중간처리 업체
(임시보관장소 포함)

재활용,

소각, 매립

배출처 처리과정 최종처리

[3 가연성 폐기물]

소량의 폐합성수지 등

(불에 타는 것)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1 대형폐기물]

싱크대, 가구류(소파), 폐목재 

세면대, 변기, 장판 등

구청 신고 후 배출

[2 재활용품]

고철, 플라스틱,

종이류 등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4 불연성 폐기물]

폐유리, 폐타일, 금속자재, 화분, 

폐벽돌, 폐토석 등(불에 타지 않는 것)

특수규격봉투 또는 건설폐기물업체 위탁처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출> 

20ℓ
특수규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시민의 신고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에 기여하고,

무분별하게 차량으로 배출하면서 과다하게 지급되던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대 70~8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무엇인가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 배출 및 신고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