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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발전 매립

클린 센터에서 소각합니다. 태운 후에 남은 재는 오사카만 피닉스 
센터(롯코 아일랜드 앞바다의 매립 처분지)에 매립합니다.

45리터의 지정 봉지에 들어가는 크기이며 한 
물건으로 5kg 이하인 주방(음식물) 쓰레기, 
피혁, 섬유류, (「용기 포장 플라스틱」 이외의) 
플라스틱, 목제 쓰레기 등

주방(음식물) 쓰레기

피혁 및 섬유류 플라스틱류

목제 쓰레기 기타

조리 후 남은 부스러기, 
남은 음식, 차 껍질, 
기름류(샐러드 오일, 
식용유), 과일 껍질 등

신발, 가방, 베개, 방석 등
헌 옷 및 헌 옷 원단(자원 집단 
회수로 배출할 수 없는 경우) 등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대나무 꼬치처럼 뾰족한 것은 반으로 접어 종이에 감싸는 등 봉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방(음식물) 쓰레기를 종이 등으로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면 까마귀나 멧돼지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속 부분은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떼어내어 
타지 않는 쓰레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은 그대로 
타는 쓰레기로 배출

종이 기저귀, 반려동물 
화장실 전용 모래(종이 
재질 등), 오염된 종이 등

소형 목제 제품, 
판, 막대기, 풀, 꽃, 
낙엽, 나뭇가지 등

종이 기저귀는 오물을 제거하고 작은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지정 봉지에 넣어 
주십시오(오물은 변기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반려동물의 대변은 전용 모래 등에서 제거하여 
변기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양동이, 세면기, 칫솔, 
돗자리, 스펀지, 비닐 제품, 
고무 제품 등

        플라스틱 마크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제 용기나 
포장류는용기 포장 
플라스틱(P7)으로 내 주세요.

잉크 카트리지 판매점으로
(P20으로 이동)

(P17로 이동)

재활용 루트가
있어요!

신문, 잡다한 종이, 골판지는 지역 자원 집단 회수로 배출합시다!
헌 옷 및 헌 옷 원단도 자원 집단 회수로 모으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쪽에 배출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정 봉지에 넣어 배출해 주십시오.

50cm 이내

작은 아이디어로 「타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게 돼요!

도료 및 시너

식용유

비료

일회용 라이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소량씩 신문지에 펼쳐 완전히 건조한다.
또는 도료 고화제※를 사용하여 굳힌다. 빈 캔은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한다.

액상인 것…신문지나 천 등으로 흡수한다.
가루 및 과립 형상인 것…비산하지 않도록 포장한다.

신문지나 천 등으로 흡수하거나 처리제※나 응고제※ 등을 사용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담근 후에 배출한다. 한 번에 대량으로 배출하지 않는다(1~2개)
도료 고화재, 처리제, 응고제… 남은 도료나 식용유와 섞어서 굳힌다. 홈 센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타는 쓰레기에는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 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 손실」은 작은 아이디어로 손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기를 제거합시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품 손실」삭감 대처(예시)
쇼핑하기 전에 냉장고 안의 식품을 확인한다.
식품의 재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식재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한다.
식재료를 남기지 않도록 잘 활용하고, 먹을 수 있는 
양만 조리한다. 남은 식재료는 다른 요리에 활용한다.

악취나 부패의 주된 원인은, 수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70~80%나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물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쓰레기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는 쓰레기 중 약 30~40%(중량비)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작은 아이디어로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