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탄가스통 및 스프레이 캔
2020년 4월부터 규정이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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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이 보이는 
봉지(15L까지)

약 45cm×55cm 정도까지
투명 또는 반투명 봉지 LL 사이즈까지

대상 품목

공휴일에도 수거합니다
월 2회 수거

재활용

재생 공장처리 시설

가스통 처리 시설에서 안전하게 구멍을 뚫은 후, 
회수 가능한 금속 찌꺼기를 재활용합니다.

모두 사용한(내용물을 모두 배출한) 
휴대용 가스버너 부탄가스통, 헤어 
스타일링제, 살충제, 땀 억제제, 
도료 등의 스프레이 캔(에어로졸 캔)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Q & A

내용물을 모두 배출하려면?

다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부탄가스통을 처분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물이 남아 있는 스프레이 캔은 내용물 배출 기구를 사용하여 통풍이 잘되는 실외에서 
배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에어로졸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내용물이 남아 있는 상태로 쓰레기를 절대 배출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사용 기한에 대해서는 구매한 판매점이나 발매원, 제조원 또는 (일반사단법인) 
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부탄가스통 고객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내용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계신 구의 환경 사업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스프레이 캔의 내용물 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거일 당일
오전 5시 부터
오전 8시 까지 
사이에 배출해 
주세요~!

일반사단법인 일본에어로졸협회

휴대용 가스버너 부탄가스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사단법인 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부탄가스통 고객센터

일본 에어로졸 협회

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검색

검색
접수 시간 평일 10:00~17:00

버튼을 
제거한다

내용물 배출 방법의 예시

가스통 본체의 플라스틱 표시는 
뚜껑 및 필름을 나타냅니다.
(뚜껑 및 필름은 용기 포장 
플라스틱에)

부탄가스통 및 스프레이 캔의 배출 방법
배출하기 
쉬워져요!

모두 끝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구멍 뚫기는 불필요합니다

타는 쓰레기와 구분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봉지(15L까지)
에 넣어 주십시오

클린 스테이션(쓰레기 지정 배출 장소)에 
타는 쓰레기와 장소를 구분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스프레이 캔 등에 내용물을 모두 배출할 방법이 쓰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대로 해 주십시오.

내용물이 보이는 봉지의 예시

지정 봉지는 불가

《이미지 그림》

타지 않는 쓰레기와 부탄가스통 및 
스프레이 캔은 안전을 위해 별도의 
수거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어요!

타지 않는 쓰레기 부탄가스통 및 스프레이 캔

쓰레기 수거차의 발화 사고가 
연이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의 발화 사고가 
연이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에 부탄가스통 및 스프레이 
캔이 섞이면 쓰레기 수거차의 발화 사고가 
발생합니다.
폭발이나 불길 때문에 통행인이나 
주변 주택 등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타지 않는 쓰레기와 
구분해서 배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