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자원순환과“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홍보영상물 시나리오 (6분 내외)

구성 비디오 오디오

분리배출 

미 실시로 인한

환경오염 

상황 및 실태

(충주)

50”

# 맑고 깨끗한 충주의 모습과

# 반전되는 생활 쓰레기 상황

  (분리배출 되지 않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

   예)먹다남은 피자조각, 치킨, 일반쓰레기, 

재활용가능품 등이 마구 뒤섞여 배출된 상태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들

# 대기,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자료 영상

NA) 

깨끗한 바람, 충주호가 흐르는

청정 삶터 충주 -

그러나! 많은 이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우리의 아름다운 충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인해 

대기 오염의 문제는 물론 수질오염의 문제까지...

다양한 환경문제의 주범이 되며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쓰레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작은 무관심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올바른 

배출 시간 장소

# 가정집의 일상이 보이며

# 쓰레기를 버리려는 주부 미정과 지연의 모습 (모녀)

# 검은색 봉투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담는 모습

미정 : 지연아~~~ 학교 가기 전에 엄마랑 쓰레기 좀 버리러 갈래?

지연 : 네~~ (미정 곁으로 다가오는)

미정 : (봉지를 뒤적이는) 어? 종량제 봉투가 떨어졌네.

       (고민하는 듯 하다 검은색 봉투를 집으며) 에이, 대충 버리자

미정, 지연 : (아무렇지 않게 검은색 봉투에 쓰레기를 무작정 담는) 

            (분리 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담기는 쓰레기들, 페트병 등)

미정 : 갈까? (다 담은 봉투를 들고 밖으로 향하는) 



#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온 모녀

  클린하우스 안에다 아무렇게나 

  던져 버리고 가려는 듯 무심한 모습 

  검은봉지 2개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이때, 이를 발견하고 막는 순애.

# 순애의 외침에 놀라는 모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

# 세여자,  버려진 쓰레기들 다시 주워 담으며

# 검은색 봉투 클로즈업

#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 클로즈업

# 과태료 관련 자막:

  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 20만원

  2014년 불법투기 적발 건수 및 금액 :            

148건/29백만원

# 배출 시간, 장소 관련 자막

  배출시간 : 해가 진후 ~ 밤 12시 

  배출장소 : 내집 대문 앞

<화면전환>

미정, 지연 : (두 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와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려는)

순애 : (지나가다가 미정과 지연을 발견하고 외치는) 지연 엄마! 지금 뭐해?

미정, 지연 : (놀라, 우르르 쏟아지는 쓰레기들) ?!!!

미정, 지연 : (버려진 쓰레기들 다시 주워 담으며) 

순애 : (검은색 봉투 가리키며)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검은색 봉투에... 분리도 제대로 안 돼 있네!

미정 : (민망해서) 귀찮아서 그만...

순애 : 귀찮다고 이렇게 버리면 안 돼지~ 과태료만 20만원인데?

그 돈이면 아마... 쓰레기 봉투를 15년간 살 수 있는 돈이라지?

미정 : (놀라는) 20만원?!?!?

지연 : (한참 얘기 듣다가 코를 틀어막으며) 으~ 엄마,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순애 : 이렇게 버린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만 가니까 냄새가 나는 거에요 -

여기 클린하우스는 쓰레기를 잠시 모아두는 곳이지, 쓰레기 장이 아니란다. 

지연 : 그럼 여기 쓰레기들은 어떡해요?

순애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분리 배출만 하면 아무~ 문제없어!

미정, 지연 : 아아...!

순애 : (미소 지으며) 자,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려 줄테니, 잘 들어봐~

올바른 

배출 시간 장소

1’

1. 재활용

쓰레기

1’30”

# 쏟아졌던 쓰레기 모습 다시 한번 나타나며

# 재활용 쓰레기인 페트병 주위로 라인이 그려지며

# 파트별 나누어지는 카테고리 방식의 CG

  자막) 올 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첫 번째! 

       재활용 가능 쓰레기!

NA/자막) 올 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첫 번째! 재활용 가능 쓰레기!

제일 먼저 쓰레기는 불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누어집니다.



# 재활용 가능 쓰레기 배출되는 과정 

# 분류 별로 나누어져 설명

#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져 대문앞에 놓아지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

 

# 수거원에 수거되어지는 모습

# 수거되어진 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로 이동되어지는 모습

#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전경과 함께 간단한 소개 자막

# 처리되는/ 선별되는 과정

# 이후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는 모습

쓰레기라고 해서 다 필요 없는 쓰레기는 아니죠.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분리배출만 잘해도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 

잊지말고 기억해주세요!

NA)  종이와 스티로폼은 모아서 끈으로 묶어 주시고

      비닐은 잘 모아서 흩날리지 않도록 묶어 주세요.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해 주시고

      캔, 플라스틱은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해주세요.

(자막 : 부탄가스는 위험하니까 구멍을 뚫고 남은 가스가 없도록 버려주세요!)

분리가 다 된 후에는 종류별로 또는 한꺼번에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해가 진후부터 밤12시 사이 대문 앞에 배출하면 끝!

폐식용유, 폐전지, 폐형광등은 동주민센터 또는 

집 근처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자막 : 연수동 등 충주천에서 교현천 북쪽지역(1권역)은 화, 목, 일요일 저녁시간 

문화동 등 충주천에서 교현천 남쪽지역(2권역)은 월, 수, 금요일 저녁시간 

정해진 배출요일에 버리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배출된 재활용품들은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거되어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동,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자막) 아파트 및 분리수거대가 있는 곳에서는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세요



2. 

불에타는/

타지않는

일반쓰레기

50”

# 쏟아졌던 쓰레기 모습 다시한번 나타나며

# 일반쓰레기 주위로 라인이 그려지며

# 파트별 나누어지는 카테고리 방식의 CG

  자막) 올 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두 번째! 

        일반 쓰레기!

# 불에타는 쓰레기 종류 예시용 CG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종류 예시용 CG

# 배출시간, 장소 CG

# 소각장 충주클린에너지 파크 소개 

# 쓰레기 처리 되는 과정 모습

# 매립장 충주광역 매립장 소개

# 쓰레기 처리 되는 과정 모습

NA/자막) 올 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두 번째! 일반 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품을 분리 한 뒤에 남는 쓰레기로 

불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되어집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

깨진 도자기류, 집수리로 발생되는 5톤 미만 건축폐기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특수규격마대봉투에 담아 대문 앞에 해가 진후 배출하면 됩니다.

NA)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들은 성질별로 분류되어 이동되어집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는 충주클린에너지파크 내 소각시설로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충주광역 매립장으로 운반되어

환경을 생각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통해 처리 되어 진답니다. 

3. 

음식물

쓰레기

50”

# 쏟아졌던 쓰레기 모습 다시한번 나타나며

# 음식물쓰레기 주위로 라인이 그려지며

# 파트별 나누어지는 카테고리 방식의 CG

  자막) 올 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짜서 제거하는 모습

#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 배출하면 안되는 대상(달걀,조개껍질, 뼈다귀 등)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서 빼내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모습 등 배출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 전달

# 단독주택, 아파트 배출방법으로 나누어져 설명

NA/자막) 올 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매일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이때 알쏭달쏭한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 지로 

판단해서 배출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분리된 쓰레기는 해가 진후부터 밤12시 사이에 배출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 집 대문 앞에 배출하고

아파트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단지 내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이렇게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로 옮겨져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되어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된 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20”

# 연출장면으로 돌아와

# 대화 나누는 세 여자,

# 지각한 지연, 달려나가며 

모아둔 쓰레기 이내 다시 우르르 쏟아지는

# 당황하는 순애, 미정 마무리

순애 : (뿌듯해하며) 이~렇게 버리면~~~ 끝!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미정 :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아볼걸!

지연 : (고개 끄덕끄덕 초롱초롱한 눈빛) 응!! 응!!!

순애 : 쓰레기 분리 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껴 쓰면서 버리기! 잊지마 !!!

미정 : 그래그래 알았어~~~ (아차 싶은 듯) 지연아!!! 학교!!!

지연 : (시간 보며) 으아~~ 지각이다! 엄마, 아줌마 다녀오겠습니다!!!

　　　（간신히 담아둔 쓰레기, 다급한 지연으로 인해 다시 우르르 쏟아지며)

미정: (우르르 쏟아지는 쓰레기에 놀라며) 어머 어머!!! 얘!!

미정, 순애: (못 말린다는 듯 웃는) 

( 미정 : (쏟아진 쓰레기 다시 주워담으며) 도와줄꺼지..? )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

40”

# 화면 전환되며 해가 진후 저녁시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순애 제대로 된 시간, 장소에 

배출하며 뿌듯해하는 모습

# 이후 시간이 지난 후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관리원의 모습이 지나가며 



# 충주의 아침이 밝아오며 

쾌적한 도로의 모습이 타임랩스로 비춰지는

NA) 우리의 삶터를 가꾸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있습니다. 

적게 버리고 분리해서 버리는 생활

살기 좋은 우리 충주를 지켜가는 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쓰레기 분리배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