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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쓰레기

대형폐기물（사전 신청제） 쓰레기 스테이션에서 수거하지않는 쓰레기

시에서 수거・처리할수없는 쓰레기

가전재활용법 대상 품목(텔레비젼,에어컨,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과 컴퓨터의 폐기방법

남부 크린 센터에 지참

끈으로 묶다

●캔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후

압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금속제의 냄비,주전자등

●유리컵,도자기,내열유리용기,

우산,냄새가 지워지지않거나

더러운 병 등

※길이가50cm를넘는것은 불가,

대형 폐기물에 속합니다.

●우유팩,쥬스팩등

안쪽이 흰것

※안쪽이 은색인것

은 가연성 쓰레기 ●헹군후 펴서 말린후

●신문지나 광고지를 함께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공민관등 수거 박스에도

배출할수 있습니다.

●빈 상자는 펴서 묶은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박스테이프거나철핀은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간지・책자・교과서・노트・사전등은묶어서 배출

●과자박스・티슈박스・창이있는 봉투등 작은것은 종이 쇼핑백등에

넣어 배출

●파쇄한 종이는 흩날리지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

●의류(셔츠거나바지등 입을수 있는것)

●단추거나 지퍼는 달린 그대로 배출

※타올,침대시트,속옷,더러워지거나구멍난것은

가연성 쓰레기에 배출

●병뚜껑을 제거후 배출

●맥주병이거나소주병등 반복사용할수있는병은

술집등에 돌려주십시오.

●수지제 병뚜껑은 가연성 쓰레기에,금속제병뚜껑은

불연성 쓰레기에 배출

※깨진 병,오물이거나냄새를 제거할수없는 병, 접시, 

●병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후

배출

●뚜껑을 가지고 라벨을 제거하여 병 속을

세척하여 살리는 않고 내주세요.

●형광등,거울,수은체온계등

●가지치기한 나무 한가지

지름이 15cm이내,길이

50cm이내,지름이30cm

이내로 되게 끈으로 묶어

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多量のごみ(引越しや庭木のせん定など一度に多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수리,방문 수거합니다.

◆신 청 크린추진과 지도담당(남부크린센터내)

℡71-4192 Fax 72-5310

◆신청수리시간 평일 오전8:30～오후5:15

◆비 용 １개(조)1,460엔(소비세포함)

◆배출방법 수리 신청할때 대략 2주후의 수집일을 알려드립니다.수집일아침8:30까지

확인된 장소에 "대형폐기물"과"당신이름"을쓴 종이를 붙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주 의 한번에 5개(조)까지만신청가능.시간지정은안됩니다.사업계폐기물은 불가

집밖까지의배출은 신청자가 직접 진행하여 주십시오.

※식품캔등내용물은 비워 주십시오.

※길이가50cm를넘는 것은 불가

(대형폐기물)

●길이가 50cm넘고 시에서 수거할수있는 쓰레기

선풍기,카페트,이불,담요,침대,자전거,장농,책상,기타

●칼이거나 깨진 유리제품,깨진 병등은 신문지거나
종이 쇼핑백에 싸서 "위험"이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주사침은 수거할수 없습니다.

묶어서 배출

끈으로 묶거나
종이 쇼핑백에

넣어 배출

반투명 혹은
투명한 봉투

종이팩 표시

마크입니다.

PET병표시 마크가

있는 병만 수거

◆다음과같은 품목이외에 산업폐기물,유해성물질을포함한 쓰레기,위험성이있는 쓰레기등은 시에서 처리할수
없습니다.남부크린센터에운반할수도 없습니다.판매점・전문처리업체등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피아노,오르간,내화금고,드럼통,보일러,케터창고,농기구,욕조,정화조,온수기,변기,봄베,약품류, 
폭팔물,발화물,의료폐기물,콩크리트제품,건축폐기물,자동차부품,오토바이부품,소화기,발연통, 가정용 수도
펌프, 텔레비젼,냉장고,에어컨,세탁기,의류건조기,컴퓨터(본체,모니터),볼링공등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 수거장소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남부 크린센터에 운반하시거나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유료・업체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대량의 쓰레기(이사하거나 전정한 나뭇가지등 한번에 대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사업계 폐기물(산업폐기물은 쓰레기 수거장소에

골판지 상자

표시 마크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히 수분을 제거후 배출

●비닐봉투,일회용접시,스티로폼,플라스틱제품,알루미늄호일,일회용 핫팩,  

식용유(종이거나천등에 흡수시키거나 응고제를 사용),CD,DVD등

※큰 스티로폼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을수 있도록 작게 부셔주십시오.

※흰색 일회용 접시는 슈퍼 점포 수거를 이용하여 재활용합시다.

반투명 혹은 투명한

봉투（무색투명,갈색,

기타 세가지 종류로

분리하여 배출）

지참 가능한 날,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연말연시휴가를제외)의 오전8:30～정오,오후1:00～오후4:45

토요일 오전 8시 30 분부터 12시

소재지: 아시카가시 노다쵸826-1 전화72-5300 비용: ※운반중량10kg에220엔(소비세포함)

남부 크린 센터 담당에 전화로 문의하여주십시오.

●쓰레기 분리,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쓰레기 수거장소 상담 지도담당 ℡ 71-4192

●남부 크린센터에 운반에 관한 문의전화 ℡ 72-5300

●고무,가죽제품,재활용

품으로 배출할수 없는

※길이가 50cm를넘는것은 불가(대형 폐기물)

쓰레기는 정해진 수거일 아침８：３０까지지정된 쓰레기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지정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

※충전건전지는판매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스프레이캔,라이터,

카세트 봄베는 "유해

쓰레기"입니다.

【가전재활용법대상 품목】
①가전판매점혹은 일반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에 의뢰（재활용 요금외에 업체수집운반요가필요.）
②스스로 지정된 장소에 지참（제일 가까운 우편국에서 가전 재활용권을 구입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가전재활용권과 함께 지참하십시오.）
【컴퓨터】（컴퓨터본체,모니터,마우스,키보드등구입시 부속품）
●컴퓨터 메이커에 회수를 의뢰하거나 택배로 회수를 의뢰하십시오.

【음식 낭비를

줄입시다。】
그래도 음식이

남았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히

수분을 제거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퇴비로 만들어 줄입시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

가연성 쓰레기

【종이류 분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자 박스,티슈박스, 
투명창이 있는 편지봉투 등은
가연성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 입니다.

◆크기가 불규칙적인것은

종이 쇼핑백등에 넣어서

재활용쓰레기 수거일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소형가전제품전용수거

박스에도 배출할수 있습니다.】

◆수거 박스에 배출할수 있는

것：박스의 투입구（길이15㎝

×넓이30㎝）에 들어가는 전기, 

건전지로 움직이는 소형가전제품

（컴퓨터거나 투입구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불가）

※시청 크린 추진과에 설치.

●소형가전제품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수거한

소형가전제품을아시카가시

에서는 재활용 합니다.

※비닐혹은 비닐테프등 종이가 아닌것은 제거후 가연성 쓰레기에 배출
※감열지,합성지,더러운종이,냄새∙음식물혹은 세제가 지워지지않은
종이 용기는 가연성 쓰레기에 배출

※한번에 3묶음까지
만 배출할수있습니다.

스프레이캔,라이터,

카세트 봄베는

"유해

쓰레기"입니다.

●나뭇잎,풀,묶어서배출할수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반투
명 혹은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과실,종이쓰레기등 기타 쓰레기가

●기저귀안의 오물을 제거후 배출

（동물용은 지정수거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한번에 45ℓ의봉투로

4봉투까지만.

※흙을 잘 털어 될수록

건조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주의】
더러워진것,이물질이혼입된것은 재활용할수없습니다.

●스프레이캔,카세트봄베는 내용물을

비운후 집밖에서 구멍을 낸후 가스를

●라이터는

내용물을 전부

【부탁】비에젖으면 곰팡이가 생겨 재활용할수 없으니
비오는날에 배출할때는 젖지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투명 혹은 투명한 봉투

공민관등 수거 박스에도

배출할수 있습니다.

끈으로 묶다

끈으로 묶다

반투명 혹은 투명한 봉투

반투명 혹은 투명한 봉투

반투명 혹은 투명한 봉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