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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버리시기 전에

반드시 물기를 꼭 짜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골라냅시다.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배출할 때마다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납부필증 종류 및 가격 : 3ℓ(130원) 5ℓ(220원) 7ℓ(310원) 20리터(870원) 120리터(5,180원)
무, 배추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잘게 썰어서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 배출합시다.

버리실 때에

각 가정 대문 앞 또는 업소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시고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숟가락, 젓가락, 돌멩이 등)이 혼합되지 않도
록 확인합시다.
김장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물기가 많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숟가락, 젓가락, 돌멩이 등)이 혼합되면 처리시설 기
계.장비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처리시설은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출 및 수거시간 (일요일 휴무)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수거일 월요일 ~ 토요일 월요일 ~ 토요일 (요일별 격일제)

배출시간 수거전일 21:00 ~ 수거당일 05:00 수거전일 21:00 ~ 수거당일 05:00

수거시간 06:00 ~ 16:00 06:00 ~ 16:00

음식물쓰레기 구분 요령

음식물쓰레기로 넣을 수 있는 것

과일껍질, 채소 등 먹을 수 있는 것. 무, 배추, 수박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잘게 썰어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사례

참여/민원 > 분야별민원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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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육류, 어패류의 뼈(돼지․닭․ 생선 등), 폐각류(조개․전복․게 껍질 등), 과일씨, 계란 껍질 등 딱딱한 것 -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권역별 수거일

1권역(월, 수, 금)

용당1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삼향동, 석현동, 목원동(구 무안동 제외), 북항동, 죽교동, 용해동, 하당지역(옥암,부흥,
부영,금호지구)

2권역(화, 목, 토)

용당2동, 연동, 목원동 일부(구)무안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이로동, 상동, 하당지역(하당동, 신흥동, 상동, 평화광장
일대)※ 수거의 편의상 수거요일이 바뀔 수 있음.

음식물류폐기물 권역별 수거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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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항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음식물쓰레기 민원처리 안내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민원전화 061-281-694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영업장 면적이 200㎡(60.6평)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한 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위탁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유상)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무상․)
사업자 본인 스스로 기르는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업체 현황

업체명 연락처 비고

(유)유일환경 061-278-6536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업

(유)매일환경 061-279-7322

음식물처리나라 061-272-8100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061-281-6609

(유)국보자원 061-245-8563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우리시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 사전신고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처리실적을 자원순환과에 제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방법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서 제출 ⇒ 30일 이내 자원순환과에 제출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사항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한 경우, 발생억제방안 변경한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위반시 행정조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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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음식물류폐기물의 바랭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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