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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수거합니다

재활용파쇄 매립

배출 시 주의사항

월 2회 수거

타지 않는 쓰레기

파쇄 시설에서 작게 파쇄한 후 회수할 수 있는 금속 찌꺼기는 
재활용하며 그 외에는 매립 또는 소각합니다.

휴대전화 및 PHS

45리터의 지정 봉지에 넣었을 때 입구를 확실히 묶을 수 없는 크기인 것
45리터의 지정 봉지에 들어가지만 한 물건으로 5kg을 초과하는 무게인 것

음료, 식품, 조미료가 
들어 있던 캔, 병, 
페트병

단추형 전지 
및 이차 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대형 쓰레기

판매점의 
회수함에

(P9로 이동)

(P20으로 이동)

소형 가전 재활용 또는 판매점에
회수 협력 가게에형 광 관

(P22로 이동)
(P22로 이동)

대상 품목 45리터의 지정 봉지에 들어가는 크기이며 한 물건으로 5kg 
이하인 유리, 도자기류 및 소형 금속류 등

유리 및 도자기류 소형 금속류 소형 가전제품
컵, 재떨이, 유리, 화장품 병, 깨진 병, 거울, 
찻잔, 화분, 접시, LED 제품, 백열전구, 
깨진 형광관 등

냄비, 주전자, 식칼, 건전지, 
숟가락, 프라이팬, 우산, 
금속 장난감, 페인트 캔, 
한 말(18리터)짜리 캔 등

별도 전용 상자를 통해 회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소형 가전 재활용」
페이지(P22)를 참조해 
주십시오.

재활용 루트가 
있어요!

대상 이외의 것

캔, 병, 페트병
(P5로 이동)

유리, 도자기류, 식칼, 나이프, 포크 등은 종이에 
감싸서 지정 봉지에 넣어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지정 봉지에 「キケン」이라고 
붙여서 배출해 주십시오.

다른 타지 않는 쓰레기와 다른 
봉지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산이나 직관형 LED 제품은 다소 끝부분이 
봉지에서 삐져나와도 괜찮으니 45리터의 지정 
봉지에 비스듬히 집어넣는 등 가능한 한 안쪽까지 
넣어 입구를 확실히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또한 LED 제품은 종이에 감싼 후에 넣어 지정 
봉지 바깥쪽에 「キケン」이라고 붙여서 배출해 
주십시오.
형광관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P22 참조

깨진 물건이나 칼 등을 배출하는 경우 우산이나 직관형 LED 제품을 
배출하는 경우

이 배출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지정 봉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2장 
사용하여 넣었다.

음료수 캔, 병, 페트병이 섞여 있다. 부탄가스통 및 스프레이 캔이 섞여 있다.

Q & A

기름이 들어 있는 병은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해도 될까?

마당의 나무를 손질하다 나온 소량의 여분 흙은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해도 될까?

플라스틱제 시계나 계산기 등은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중 어느 쪽으로 배출하면 될까?

식품, 음료, 조미료가 들어 있던 병은 가볍게 물로 씻어 캔, 병, 페트병 배출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흙은 반복해서 사용해 주시는 등, 가능한 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지정 봉지에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만 넣어 타지 않는 쓰레기 배출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소형 금속류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도 금속을 회수하므로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소형 가전 제품은 가능한 한 소형 가전 재활용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P22 참조)

부탄가스통 및 스프레이 캔은 타지 않는 쓰레기와 구분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봉지(15L까지)에 넣어 주십시오. 클린 스테이션(쓰레기 지정 
배출 장소)에 타지 않는 쓰레기와 장소를 구분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