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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바른 성장을 위해 늘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생활의 편의를 중요시하게 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 1회용품 사
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은 1회용품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
만 1회용품 남용은 자원의 낭비와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켜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님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자칫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1

□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 및 텀블러 의무 사용
○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텀블러 준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
○ 정수기 등에 1회용컵 사용 줄이기
□ 손님접대 및 행사시 다회용컵 및 음료 제공
○ 가정내 다회용컵, 다회용 접시 사용
○ 손님 접대, 가정 행사시 1회용 음료, 생수 대신 다회용 음료 제공
□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 시장 볼 때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사용
○ 쇼핑봉투, 비닐봉투를 재사용하거나 환불하기
□ 가정내 1회용품 사용금지
○ 화장실 핸드 타올은 재생 종이 타올이나 천타올 사용하기
○ 음식상을 차릴 때, 야외 나들이시 1회 용품이나 용기 사용하지 않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2

□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 커피믹스봉지, 과자봉지, 일회용 비닐 등 폐비닐류 분리 배출
○ 일반 쓰레기통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 분리배출시 반드시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하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 1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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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접시·용기(종기,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젖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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