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레인지(가스 테이블) 2구 이상 600
경대 및 화장대 600
고타츠(상판 포함) 300
고타츠(가구 겸용 고타츠 및 상판 포함) 600
골프 가방 300
골프 클럽(14개마다) 300
등나무제 가구 300
레인지 받침대 600
매트리스(스프링이 들어간 것) 1,200
매트리스(스프링이 없는 것) 300
베이비 카(유모차) 300
빨래 건조대(토대 없음) 300
빨래 건조대(토대 포함) 900
빨래 장대 300
석유난로 600
선풍기 300
스키 보드(1세트당) 300
식기장(높이가 90cm 이하인 것) 900
식기장(높이가 90cm를 초과하는 것) 1,200

식탁(상판의 최대 변 또는 지름이 1m 이하인 것) 300
식탁(상판의 최대 변 또는 지름이 1m를 초과하는 것) 600
신발장(높이가 90cm 이하인 것) 600
신발장(높이가 90cm를 초과하는 것) 900
여행 가방 300
옷장(높이가 90cm 이하인 것) 900
옷장(높이가 90cm를 초과하는 것) 1,200
응접 의자(1인용) 900
응접 의자(2인용) 1,200
의상 케이스(수납상자) 300
의자(1인용인 것. 응접 의자는 제외.) 300
의자(2인용 이상인 것. 응접 의자는 제외.) 600
이불(3장마다) 300
자전거(14인치 이하인 것) 300
자전거(14인치를 초과하는 것) 600
재봉틀(탁상형 이외) 1,200
재봉틀(탁상형) 300
전신 거울 600
전자레인지 600

조명 기구 300
좌식 의자 300
책상(양소매 책상 제외) 900
책상(양소매 책상) 1,200
책장(높이가 90 cm를 초과하는 것) 900
책장(높이가 90cm 이하인 것) 600
철제 선반(높이가 90cm 이하인 것) 300
철제 선반(높이가 90cm를 초과하는 것) 600
침대(싱글 침대 이외. 매트리스 제외) 1,200
침대(싱글 침대. 매트리스 제외) 900
침대(전동식 침대. 매트리스 제외) 1,200
카시트 300
카펫(양탄자 포함. 8조(약 13㎡)를 초과하는 것) 900
카펫(양탄자 포함. 8조(약 13㎡) 이하인 것) 600
컬러 박스 300
컴퓨터 책상 600
텔레비전 받침대 600
파이프 행거 300
팬 히터 600

대형 쓰레기
파쇄 시설에서 작게 파쇄한 후 회수할 수 있는 금속 찌꺼기는 재활용하며 타지 않는 것은 매립하고 
타는 것은 소각합니다.

대상 품목

배출 방법

배출 시 주의사항

대형 가구
자전거

조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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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ℓ의 지정 봉지에 들어가는 크기이며 한 물건으로 5kg 이하인 것은 지정 
봉지에 넣어 각각 구분에 해당하는 날에 배출해 주십시오.
한 물건으로 중량이 70kg을 초과하는 것,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것, 
용적이 2.5㎥를 초과하는 것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전화(또는 FAX)로 사전 신청 및 문의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

고베시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

인터넷 신청 화면에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공휴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12월 29일~1월 3일은 제외)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은 전화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고베시 대형 쓰레기 로 검색!
24시간 36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품목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신청 화면의 메인 페이지 「申込みの手順(신청 순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예시) 아래의 품목과 수수료는 예시입니다. 반드시 접수 센터 신청 시 확인해 주십시오.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및 의류 건조기는 제조사에서 재활용하므로 고베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건의 처리 방법은 P19~20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 「고타츠」와 「고타츠 상판」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배출하시면 각각 처리 수수료가 듭니다.

우선은 
신청을!

신청한 후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구매하여 붙여서 
배출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전화(또는 FAX),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청제입니다.
고베시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에 신청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구매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배출할 품목, 크기, 개수 등을 묻습니다.

접수 센터에서 안내한 수수료 분만큼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구매해 주십시오.

스티커에 접수 번호(4자리)를 기입하고 붙인다
물품마다 잘 보이도록 붙여 주십시오

접수 센터와 확인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한다

스티커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접수 센터에서는 수수료, 접수 번호. 수거일, 배출 장소 등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 후 약 1~2주일 안에 수거합니다.

반드시 신청한 후에 스티커를 구매하십시오.
일단 구매한 스티커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접수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1회에 배출할 수 있는 개수는 원칙상 5개까지입니다.

(전화 또는 FAX, 인터넷)

(300엔짜리 스티커와 600엔짜리 스티커 2종류)
금액은 품목이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엔, 600엔, 900엔, 1,200엔의 4단계)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재사용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자!

스티커의 나머지 절반 부분은 수거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주십시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접수 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클린 스테이션(쓰레기 지정 배출 장소)에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센터와 확인한(인터넷에서 확인한) 날짜의 오전 5
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당일 안에 수거합니다.

대형 쓰레기는 생환협(고베시 생활 환경 사업 협동조합)이 고베시의 위탁을 받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거 예정인 대형 쓰레기를 아직 가지러 오지 않았다」
라는 등의 확인은 생환협(                                        )에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문이나 부지,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합 주택의 진입 게이트에 자물쇠 등이 걸려 있어 수거차가 클린 스테이션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물쇠를 열어두는 등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좁은 골목 등에서 수거차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넓은 도로(또는 클린 스테이션)에 배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하는 쓰레기는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한 높이가 높은 가구 등을 배출할 때는 
전도되는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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