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종이류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일간지 및 지역 신문, 광고지

신문지, 광고 전단지

제외 품목
신문/광고지 넣는 비닐봉지
(Recycle BC 재활용 센터에
반납)
고무줄

모든 품목

잡지, 카달로그
전화번호부; 업소록

양장본 또는 페이퍼백 책 (기부 또는
판매)

전화번호부
종이 포장지가 아닌 포장지
리본 또는 나비 매듭 리본
건전지가 들어가는 음악 카드**
종이 포장지와 카드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업데이트: 2016 년 3 월 29 일

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공책, 줄 있는 종이, 흰색 또는
색깔 있는 컴퓨터 복사지 및
프린터용 종이, 인쇄된 용지, 흰
봉투 및 창 달린 봉투, 분쇄된
종이

복사용지, 사무용지 및 기타
종이류

패딩이 들어 있는 봉투

종이 및 컨테이너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분리수거함 또는 봉지를 사용하는 있는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분쇄된 종이는 종이 봉지 또는 박스에
넣어(쓰레기 방지) 다른 재활용
종이류와 같이 배출.
모든 재활용품을 하나의 분리수거함 또는
봉지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분쇄된
종이는 투명한 비닐 봉지(투명하기
않은 다른 색깔의 봉지는 제외)에 넣어
단단히 묶은 후 따로 배출.

건조한 물건을 담았던 종이 상자류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배송 및 포장 상자, 식료품 및 주류
상자, 피자 상자

제외 품목
왁스 코팅된 상자 예) 식료품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상자

내용물은 비우고 배출.

골판지 상자

큰 골판지 상자들은 납작하게 눌러 두께
8 인치 (20cm) x 넓이 30 인치
(78cm) x 높이 30 인치 (78cm)
이하로 묶은 후
배출; 철핀과 테이프는 허용.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업데이트: 2016 년 3 월 29 일

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시리얼, 신발, 휴지, 피자, 냉동식품, 종이 수건 또는 냅킨(해당되는 경우
디저트, 세제용 상자
녹색 폐기물에 포함)
큰 규모의 생수병, 청량음료, 캔,
음식 등의 운반용 상자

휴지

키친타월 및 휴지의 코어
상자는 납작하게 눌러 분리수거함에 넣어
배출. 다른 상자 안에는 넣지 말 것.

마분지/ 판지 상자

라이너 및 음식 잔여물 제거 후 배출.

계란 용기, 종이 음료 트레이,
종이로 만든 화분등의 상자 등

화분 흙

갈색 그로서리 봉투를 포함한
모든 색깔의 종이 봉지, 하얀
약 봉지, 갈색 종이 봉투

패딩이 들어가 있는 봉투
호일선이 있는 봉지 예) 과자 봉지

성형된 판지 상자

종이 봉지 (크래프트 지)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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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건조한 물건을 담았던 종이 상자류 (계속)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여러 겹으로 된 애완동물 음식,
밀가루, 설탕 종이 봉지 등

제외 품목
호일 층이 있는 봉지

여러 겹으로 된 종이 봉지

종이팩 및 종이컵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용

제외 품목
빨대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종이컵

페이퍼 슬리브는 따로 재활용.

우유, 우유 유사 음료, 크림, 계란
대체품, 설탕, 당밀 용 등

주스 팩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박공 지붕 모양의 팩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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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우유, 우유 유사 음료, 크림,
스프, 묽은 스프, 소스 용 등
조각들도 분리수거함에 배출.

주스 및 음료용 팩(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빨대
스탠드업 파우치

무균 상자 또는 팩

종이팩 및 종이컵 (계속)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제외 품목

아이스크림, 냉동 요구르트 용 등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냉동 디저트 상자

컨테이너류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제외 품목

음식, 공기 청정제, 면도 크림,
스프레이 페인트 캔**
냄새 제거재, 헤어 스프레이용 등 잔여물이 남은 에어로졸 캔**
프로판 가스 통**
내용물은 비우고 배출

에어조롤 캔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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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냉동주스, 포테이토 칩, 쿠키 반죽,
커피, 견과류, 분유 가루용 등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나선형 모양 캔 및 철 뚜껑

음식용 예) 해산물, 고양이 음식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상표 허용

알루미늄 캔 및 뚜껑

프로판 가스 탱크 또는 1lb 프로판
가스 병**
재활용 캔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뚜껑은 캔 안에 집어 넣고 위를 눌러
납작하게 눌러 줌

컨테이너류 (계속)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음식, 애완동물 음식, 쿠키, 차,
초콜렛용 등; 금속 뚜껑 포함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상표 허용.
뚜껑은 분리하여 캔 안에 집어 넣고
살짝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줌

스틸 캔 및 뚜껑

제외 품목
스틸 음료 캔(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스틸 페인트 캔**
옷걸이 (세탁소에 반납)
냄비, 프라이팬, 제빵 트레이**
프로판 가스통 **
금속 장난감 **
가전 제품 **
금속 하드웨어 또는 다른 고철**
배선 또는 금속 코드, 연장 코드 **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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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파이 용기, 음식 트레이와
같은 호일 포장 및 테이크
아웃 용기 등
알루미늄 호일 및
테이크아웃 호일 용기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칩 봉지 또는 호일 봉지
종이와 호일로 포장된 버터, 담배 곽
등
호일이 들어간 마분지 테이크 아웃
용기나 뚜껑

우유, 식용유, 세탁 세제, 유연제, 향을 첨가한 차, 주스, 다른 음료가
세정 용액, 세정 제품, 바디케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반납하면
자동차 유이 세정액용 등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상표 허용.

나사모양의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

제빵 물품, 과일, 농산물,
계란용 등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상표가 있는
포장
액체 흡수 패드

용기는 투명하며 경첩 또는 단추
뚜껑이 있음

뚜껑이 달린 플라스틱 용기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상표 허용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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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컨테이너류 (계속)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음식, 부엌 세제, 구강청결제,
샴푸, 컨디셔너 및 개인 청결
제품, 약 및 비타민, 세탁 제품,
집안 청소 제품, 자동차 관련
클리너 (예) 유리 세정제,
워셔액, 세탁 제품용 등

제외 품목
음료수 병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스탠드업 파우치
엔진 오일, 자동차 윤활유 또는
부동액 컨테이너**

플라스틱 병은 나사 뚜껑, 스프레이
펌프 또는 위로 당기는 뚜껑이 있음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플라스틱 병과 뚜껑
상표 허용
뚜껑, 스프레이, 펌프, 당기는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땅콩버터, 잼, 견과류, 가진 양념,
비타민과 보충제, 화장품 및 개인
케어 제품, 의약품용 등

플라스틱 통은 넓은 입구와 나사가
있는 뚜껑이 있음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상표 허용.

플라스틱 통과 뚜껑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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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컨테이너류 (계속)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델리 치킨, 일회용 음식, 조리된
식품, 구운 식품, 가정용품 및
하드웨어용 (예) 나사 그림 걸이
등

플라스틱 트레이와 뚜껑

용기는 투명하거나 또는 투명한 돔
모양과 함께 하단에 검정색 트레이를
가지고 있음

제외 품목
하얗거나 색깔있는 스티로폼 트레이
(MMBC 재활용 센터에 반납)
상하는 음식 예) 육류, 양계,
생선이나 치즈를 포장한
부드러운 플라스틱 포장재
껌이나 알약 포장하는
플라스틱/호일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마가린, 스프레드, 요구르트,
코티지 치즈, 사워 크림,
아이스크림용 등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플라스틱 소형용기 및 뚜껑

일회용 캡슐 커피 및 티: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뚜껑은 분리. 하지만
뚜껑은 분리수거 제외 품목. 찌거기는
음식 쓰레기로 배출.

테이크 아웃 음료용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차가운 음료용 플라스틱 컵과
뚜껑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상표가
있는 포장
커피 및 티 캡슐의 플라스틱 또는
호일 뚜껑
커피 찌거기 (해당되는 경우 녹색
폐기물에 포함)

폼 컵 (MMBC 재활용 센터에
반납)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상표가 있는
플라스틱 포장
냅킨 (해당되는 경우 녹색 폐기물에
포함)
빨대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업데이트: 2016 년 3 월 29 일

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화초, 모묙, 야채 모종용 등

화분과 트레이에서 잔여물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 화분과 트레이

세라믹 화분
잔디 분리판, 방수천막, 플라스틱
가구 또는 장난감**
가든 호스**
플라스틱 끈 또는 밧줄

컨테이너류 (계속)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세탁 세제, 아이스크림, 애완동물
음식용 등

큰 플라스틱 통

제외 품목
플라스틱 페인트 캔**
25L 이상의 플라스틱 통**
운활유 및 오일 용**

MMBC 는 25L 이하 통만 허용. 그
이상의 통은 상업 수거 업체를 통해
처분.

스프와 메인음식 용

뚜껑은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금속태가 있는 그릇
냅킨 (해당되는 경우 녹색 폐기물에
포함)
식기 도구

전자렌지 그릇 및 컵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업데이트: 2016 년 3 월 29 일

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유리류
(따로 재활용 수거 가능 – 수거 업체에 문의)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투명 또는 색깔 있는 병
자세한 배출 요령은 수거 업체에
문의

내용물은 비우고 헹구어 배출.
상표 허용

제외 품목
유리 컵, 접시, 요리 용기,
깨지거나 깨지지 않은
유리창문 및 거울**
세라믹 컵 또는 다른 세라믹
제품**
Deposit 있는 유리병(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전구 및 조명 기구

Deposit (보증금) 없는
유리병과 유리통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업데이트: 2016 년 3 월 29 일

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플라스틱 봉지와 겉포장류 (Depot 전용)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제외 품목

식료품, 드라이 크리닝, 빵, 신문 및
전단지, 농산물, 건조 식품 및 냉동
식품, 기저귀 및 여성 위생 제품,
키친 타월, 휴지, 탄산 음료 캔
수납, 물 유연제, 소금, 나무 조각
및 정원 제품, 매트리스, 가구 및
전자제품용 겉 플라스틱
포장지/봉지

티, 꽃 장식에 쓰이는 주름진 셀로판
포장지 등
스탠드업 파우치
판매전 씻어놓은 샐러드 봉지
육류, 양계, 생선 또는 치즈
포장하는 주방용 또는 플라스틱
랩
포테이토 칩 또는 간식 봉지
샌드위치 및 냉동 지퍼 락 봉지
플라스틱 배송 봉투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상표가
있는 플라스틱 포장
상하는 음식 예) 육류, 양계,
생선이나 치즈를 포장한 부드러운
플라스틱 포장재
목재 또는 건설 포장지
쓰레기 봉투 또는 판매하는 봉지
품목 (모든 색깔)

빈 음식 봉지

플라스틱 봉지와 겉포장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업데이트: 2016 년 3 월 29 일

Recycle BC 재활용 품목
목록
스티로폼류 (Depot 전용)
품목

세부 품목 및 배출 요령
육류, 폼 계란 용기, 뚜껑 있는 폼
테이크 아웃 그릇 및 컵용 등
남은 음식 잔여물과 액체 흡수용 패드
제거 후 배출

제외 품목
액체 흡수 패드
육류, 양계, 생선, 치드 등의
수축 랩
냅킨 (해당되는 경우 녹색
폐기물에 포함)

흰색 폼과 색깔있는 폼을 Depot 에서
구분하여 배출

음식용 폼 용기 및 트레이

가전 제품 및 소형 부엌 용품
보호용 등
상표, 종이 테이프, 상자 제거 후 배출
흰색 폼과 색깔있는 폼을 Depot 에서
구분하여 배출

상표, 테이프
종이 및 판지 (따로 재활용)
포장용 완층제
파란색 또는 분홍색 폼 포드
단열재
푹신하고 신축성이 있는 폼
폼 가구 예) 소파 쿠션

폼 쿠션 포장재

* * 일부 품목은 Recycle BC 재활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재활용 가능. 포장지 또는 인쇄용지를 제외한 품목의 재활용 장소는 BC 주
재활용 위원회에 문의. 로워 메인랜드에서는 604 – RECYCLE, 또는 BC 주 무료 전화 1-800-667-4321 이용.
업데이트: 2016 년 3 월 29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