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1 가정용

2 레이와4,5년도판

레이와4년3월작성

 2 년간 소중히 보관 해주십시오

3  쓰레기와 자원의 구별법, 버리는 법

4 이게 무슨 쓰레기야?

 LINE 으로 알아보다

카와치나가노시의 LINE 공식계정에 쓰레기 분리를 간단하게 검색 할 수 있는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야기 화면에서

버리고 싶은 「쓰레기」명칭을 송신하면, 쓰레기 분리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친구등록은 이쪽

내일 무슨 쓰레기 버리는 날?

 웹으로 알아보다

 쓰레기 분리나 수집일등을 알 수 있는 스마트 폰 용 웹 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웹 명칭] 전국 쓰레기의 날 안내(리넷토 쟈판㈜제공)(인스톨)설치는 이쪽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는

 가와치나가도시 환경경제부 환경정책실 환경위생과 (시청 4 층)

 ☎ 53-1111

 [홈페이지] http://www.city.kawachinagano.lg.jp

 [E-메일] kankyoueisei@city.kawachinagano.lg.jp

절취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페이지를 잘라서 이용해 주세요.

6 목적 페이지로

타는 쓰레기 2

타지않는 쓰레기  대형 쓰레기 2

자원 쓰레기 3

권장 쓰레기 봉투  쓰레기 스틱커 4

가전 재활용  PC재활용

쓰레기 수거 일정표 6

수집・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12

7 타는 쓰레기

8 소각 쓰레기

 주 2 회 □□ 요일

 ◎조각 쓰레기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소각 쓰레기 스티커는 30 리터 권장 쓰레기봉투에는 1 장, 45 리터 권장 쓰레기봉투에는 2 장붙이십시오.

◎생리용품, 기저귀 등으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쓰레기는 종이 등으로 싸서 권장 쓰레기 봉투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9 13 음식물쓰레기

●걶음식찌꺼기

●걶잔반

 물기는 한 번 째 낼 것

10  폐지

●걶종이컵

●걶휴지

●걶일회용 기저귀 (오물은 화장실에)



종이상자 · 종이봉투 포장지 등은 가능한 자원쓰레기(폐지 류) 버리는날에 버려주십시오.

11 그외

●걶낙엽

●나뭇가지

●걶담배꽁초

●손난로 (일회용)

12 반드시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쓰레기 집적장소에 버려 주세요.

13 비닐・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바께쓰

●칫솔

●비디오 테이프

●CD・CD 케이스

●플라스틱제 식기

●플라스틱제 보존 용기

● 플라스틱제 조리기구

●장난감 (플라스틱제)

14 가축

●걶가방 ●걶신발 ●걶벨트

15  ※「가연소 쓰레기」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연소 쓰레기・대형쓰레기」 로 버려주십시오.

16 타지않는 쓰레기 ・대형 쓰레기

17 비소각 쓰레기・대형쓰레기

월 1 회 □□ 요일

 ◎비소각 쓰레기・대형쓰레기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비소각 쓰레기・대형쓰레기 스티커는, 30 리터 또는 45 리터의 권장 쓰레기봉투에 1 장 붙이십시오.

 ◎크기로 인해 권장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스티커를 직접 본체에 붙이십시오.

18  가구・침구

●서랍 ●책상 ●이불

●융단(카펫)     ●다다미　 ●방석

※다다미는 한번에 2∼3장까지

19  가전제품

●다리미 ●전자오르간

●팬 히터 　●청소기

●재봉틀　●건전지

●전자렌지 ●가정용 프린터

20 그 외

●자전거

●가지치기 잔여물

●난로

난로 등은 연료나건전지를 제거한 후 버리십시오.

 ※나뭇가지 길이는 1.5m 이내, 굵기 25cm 까지

21  날붙이

●가위 ●식칼

●톱

안전을 위해 날붙이, 깨진 유리 등은 종이로 싸서 내용물을 표기해 주십시오.

22  사기그릇

●꽃병 ●장식물



●화분　●식기류

23  유리

 ●형광등　 ●거울

 ●창 유리　●내열유리

안전을 위해 날붙이, 깨진 유리 등은 종이로 싸서 내용물을 표기해주십시오.

24 ※타지않는 쓰레기・대형 쓰레기는 금속계와 기타 재질의 것을 2회로 나누어 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25 권장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6 자원 쓰레기

27 자원 쓰레기

스티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갉 30 리터 또는, 45 리터의 권장 쓰레기봉투에 넣어주십시오.

 ◎ 얽반드시 내용물은 제거하고 씻어서 버리십시오.

28 페트병

 PET 이 마크가 붙은 병을 수거합니다.

 월 1 회 제 요일

29  병 종류

 ●음료수 병　　 주스, 물 등

조미료 간장, 드레싱 등

 부탁해!반드시 뚜껑을 떼어내고, 상표를 벗겨주십시오.

뚜껑과 상표는, 프라스틱제 용기 포장의 날에 내놓아 주십시오.

◎ 짓밟아도 괜찮습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은

반드시 별도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 주세요.

30 반드시 별도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 주세요.

 プラ 이 마크가 붙은 용기나 포장을 수거합니다.

 속 봉지・이중봉지는 가능한 한 삼가 해주세요.

 월 2 회 제 요일

31 44 병 종류

 ●식용유

 ●소스

 ●샴푸

32 46 상자형 포장용기

 ●계란

 ●화장품 곽

33 그릇형 포장용기

 ●걶컵라면

●걶요플레

 ●걶푸딩

34 45 쟁반형 포장용기

 ●회

●두부

 ●반찬

 흰색 포장용기

 그 외 다른 색 포장용기

35 봉투



 ●슈퍼마켓 비닐봉투

 ●과자 봉지

36 그 외

 ●포장용 스티로폼 (발포 스티로폼)

 ●페트병 뚜껑, 상표비닐 등

37 ◎용기 내 세척이 어려운 것은 타는 쓰레기 날에 내놓으세요.

38 캔・병・소형금속류・ 폐지・헌옷

 월 1회 제 요일

39 캔 종류

 ●통조림 ●주스 캔

 ●맥주 캔　 ●과자 캔

 ●스프레이 ●카세트 봄베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버리십시오.

 스프레이는 다 쓴 것만 버리십시오

40 병 종류

 ●조미료 ●폰즈

 ●화장품 ●드링크 류

 뚜껑이나 마개는 열어서 버리십시오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버리십시오.

 물라스틱 뚜껑, 마개는 플라스 틱재 포장용기 버리는 날에 버리십시 오

41 56 폐지

 ●신문 ●잡지・서적

 ●박스

 ●음료용 종이곽 (우유곽 등)

 ●잡지(종이상자・종이봉투・포장지・메모용지 등)

 음료용 종이곽은 반드시 물로 씻은 후 펼쳐서 버리십시오.

 내부가 알루미늄으로 처리된 것은 소각쓰레기 버리는 날에 버리십시오.

42  음료용 종이곽은 반드시 물로 씻은 후 펼쳐서 버리십시오.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숟가락

43  헌옷

 ●의류 ●수건

 ●아동복

44  ◎걹캔, 병, 소형금속류는 같은 권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좋습니다.

 ◎갉신문, 잡지, 박스, 음료용 종이곽은, 종류별로 십자모양으로 묶어서 버리십시오.

 ◎부피가 큰 폐지의 경우 끈으로 묶고, 작은 것은 필요 없는 종이 봉투에 넣어 내용물이나오지 않도록 십자 모양으

로 묶어 버리십시오.

45 권장 쓰레기 봉투・쓰레기 스티커

46 쓰레기 스티커 제도에 대하여

카와치나가노시 에서는 미나미카와치 환경사업 조합구성 시정촌(톤다바야시・오사카사야마시・카난초・타이시

초・치하야아카사카무라・카와치나가노시)과 함께「쓰레기 스티커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쓰레기 감

량대책, 분리수거 철저, 안전한 수거, 쓰레기 감량 의식의 계발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 협조 부탁드립니

다.

47 권장 쓰레기봉투와 스티커 붙이는 법

 반드시 권장 쓸기 봉투를 사용 해 주십시오.



48 타는 쓰레기

소각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30L 푸른색의 반투명 1 장 붙이기

 45L 우윳빛의 반투명 2 장 붙이기

49 타지않는 쓰레기・대형 쓰레기

 비소각 쓰레기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권장 쓰레기 봉투 ※권장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놓아 두십시오.

50  ※얽 45L 보다 큰 쓰레기 봉투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얽검은색 쓰레기 봉투나 박스 등,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가연소 쓰레기」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연소 쓰레기・대형 쓰레기」로버려주십시오.

51 무료 쓰레기 스티커와 유료 쓰레기 스티커

52 무료 쓰레기 스티커

 (스티커 색은 매년 변경됩니다)

53 유료 쓰레기 스티케

54
※무료 쓰레기 스티커를 다 사용 한 경우에는 유료 쓰레기 스티커를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에서 구입하세요.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요.

55 순환형 사회를 향한 키워드는 3R

①Reduce 쓰레기를 줄인다

 ②Reuse 재사용하기

 ③Recycle 재이용하기

생활속에 3R 을 적용시킵시다.

56 쓰레기 집적장소를 깨끗하게

쓰레기 집적장소는, 지역 여러분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모두 협력하여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기

분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합시다. 쓰레기 수거는 아침 6시반경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도로

상황이나 날씨, 배출된 쓰레기의 양 등에 따라 수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7 재활용

58  가전 재활용



59 가전 네 품목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빨래 건조기

60
교체→ 아니오→처분 하고 싶은 전자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연락처를 알 수 있다→아니오→가까운 전자 제품 판매

점에서 인수를 의뢰해 주십시요.

↓네↓네

새 전자 제품을 구입할 가게에 인수를 의뢰해 주십시요. 처분하고 싶은 전자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인수를 의뢰해

주십시요.

전자 제품 대리점에서 인수할 수 없는 경우는 환경위생과에 연락해 주십시요.

※처분할 때는 재활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61 컴퓨터 재활용

62 택배 무료 수거

시와 협정을 체결한 리넷 재팬 재활용㈜이 회수합니다.

●컴퓨터(본체)를 포함한 한 상자 분량의 회수 요금이 무료입니다.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 기타 소형 전자 제품도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자 크기는 세 변(세로・가로・높이)의 합이 140cm, 무게는 20kg까지.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 삭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은 리넷 재팬 재활용 검색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s://www.renet.jp/

63 업체에 의한 회수

각 업체에 회수를 의뢰해 주십시요.

●오른쪽PC재활용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것은 재활용 요금 등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자체제작 PC나 제조사를 모르는 경우는 아래에 문의해 주십시요.

■일반사단법인 컴퓨터3R추진협회(03-5282-7685) https://www.pc3r.jp/

PC재활용 마크

64 소형가전 재활용

 ●시에서는, 소형가전 제 활용의 대처를 진행 중이며. 회수에 협력을!

 ●휴대전화・스마트폰 의 회수 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시청1층시민홀

시청1층 종합안내옆 시청시작시간

 ●그 밖에 소형가전은 자원 선별 작업 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65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를 참조 하십시오.

 ●지참 가능한 자원 쓰레기

깡통・병・소형금속류・파지・헌옷   ※ 스티커 불필요

 ●지참 가능한 소형 가전 등 (가정용)

컴퓨터(본체만)・휴대전화・스마트폰・디지털카메라・비디오 카메라・전자사전・게임기 ※ 스티커 불필요

 ●지참 가능한 「타지 않는 쓰레기・대형 쓰레기」（가정용）

전자레인지・청소기・전자 오르간・선풍기・라디오카세트・오디오 기기・워드 프로세서・다리미・자전거・난

로・팬히터・골프채・철제 가구・빨래 장대・재봉틀  ※ 타지 않는 쓰레기・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서 가지고

오십시요.

 ●일시:월~금요일 (토,일,휴일제외) 오후 1 시~오후 3 시

 ●장소:우에하라니시마치 2-28

https://www.renet.jp/


페트병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

캔,병,소형

금속,폐지,

넝마

페트병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

캔,병,소형

금속,폐지,

넝마

아카시아다시 월・목 제3수 제4수 제2수・제4수 제1수 시미즈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아사히가오카 월・목 제1수 제2수 제2수・제4수 제3수 시모자토쵸오 화・금 제3월 제4월 제2월・제4월 제1월

아마노쵸오 화・금 제3월 제4월 제2월・제4월 제1월 지유우가오카 월・목 제3수 제4수 제2수・제4수 제1수

아마미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쇼우에이쵸오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이시보토케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스에히로쵸오 화・금 제1월 제2월 제2월・제4월 제3월

이시미가와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소오엔쵸오 화・금 제3목 제4목 제2목・제4목 제1목

이치쵸오 월・목 제3화 제4화 제2화・제4화 제1화 다이시쵸오 화・금 제3월 제4월 제2월・제4월 제1월

이와제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타키하타 월・목 제1수 제2수 제2수・제4수 제3수

우에다쵸오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타코오 화・금 제1수 제2수 제2수・제4수 제3수

우와하라쵸오 (키요사키 제외)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치요다다이쵸오 월・목 제2수 제1수 제1수・제3수 제4수

우와하라니시마치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치요다미나미쵸오 월・목 제3화 제4화 제2화・제4화 제1화

오오이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테라모토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오오야부네나카・키타・미나미・니시마치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나카가타소에쵸오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오시오쵸오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나가노쵸오 화・금 제1월 제2월 제2월・제4월 제3월

오야마다쵸오(신타키하타다이,키요사키 포） 화・금 제3월 제4월 제2월・제4월 제1월 나가레다니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오야마다쵸오 일부 (타나카비라키)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난카다이 (클로버 하이츠 제외) 월・목 제1금 제2금 제2금・제4금 제3금

오야마다쵸오 일부(테라가이케쥬우타쿠) 화・금 제3목 제4목 제2목・제4목 제1목 난카다이 일부 (클로버 하이츠)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카가타 (시드니 타운 제외)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니시가타소에쵸오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카가타 일부 (시드니 타운)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니시키쵸오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카라쿠다니 수・토 제3금 제4금 제2금・제4금 제1금 니시다이쵸오 월・목 제1화 제2화 제2화・제4화 제3화

카와이데라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니시노야마쵸오1・2・3번 월・목 제1화 제2화 제2화・제4화 제3화

카미가오카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니시노야마쵸오 (1・2・3번 제외）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키쿠스이쵸오 화・금 제1월 제2월 제2월・제4월 제3월 닛토오쵸오 화・금 제3월 제4월 제2월・제4월 제1월

키타아오바다이 수・토 제2월 제1월 제1월・제3월 제4월 노사쿠쵸오 월・목 제1화 제2화 제2화・제4화 제3화

키타키보우가오카 (파크 코트 제외)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하토하라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키타키보우가오카 일부 (파크 코트) 월・목 제2수 제1수 제1수・제3수 제4수 하라쵸오, 하라쵸오 1～6쵸오메 화・금 제2수 제1수 제1수・제3수 제4수

키타쵸오(키타 가든 힐 제외)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히가시가타소에쵸오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키타쵸오 일부(키타 가든 힐)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히노 월・목 제1수 제2수 제2수・제4수 제3수

키도쵸오 일부 (오오기야마) 월・목 제3화 제4화 제2화・제4화 제1화 후루노쵸오 월・목 제1화 제2화 제2화・제4화 제3화

키도쵸오 (오오기야마 제외) 월・목 제2금 제1금 제1금・제3금 제4금 혼다쵸오 월・목 제1화 제2화 제2화・제4화 제3화

키도1쵸오메, 2쵸오메, 3쵸오메 월・목 제2금 제1금 제1금・제3금 제4금 혼마치 화・금 제1월 제2월 제2월・제4월 제3월
키도니시마치

(1초메.3초메의 일부 제외)
화・금 제2수 제1수 제1수・제3수 제4수 마츠가오카니시・나카・히가시마치 월・목 제2금 제1금 제1금・제3금 제4금

키도니시마치1쵸오메 일부(1번～3번부근) 월・목 제2금 제1금 제1금・제3금 제4금 미카노다이 화・금 제4월 제3월 제1월・제3월 제2월
키도니시마치3쵸오메 일부

(14번의 일부와 15번)
월・목 제2수 제1수 제1수・제3수 제4수 밋카이치쵸오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키도히가시마치 월・목 제2금 제1금 제1금・제3금 제4금 미도리가오카키타・나카・미나미마치 화・금 제3목 제4목 제2목・제4목 제1목

키요미다이 수・토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미나미아오바다이 수・토 제2월 제1월 제1월・제3월 제4월

키리가오카 월・목 제3수 제4수 제2수・제4수 제1수 미나미가오카 수・토 제2월 제1월 제1월・제3월 제4월

쿠스가오카 수・토 제2화 제1화 제1화・제3화 제4화 미나미키보우가오카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쿠스노키쵸히가시 월・목 제2금 제1금 제1금・제3금 제4금 무카이노쵸오 월・목 제3화 제4화 제2화・제4화 제1화

쿠스노키쵸니시 (사우스 코트 제외) 월・목 제2금 제1금 제1금・제3금 제4금
무카이노쵸오 일부

(아메니티 나가노,구획정리내)
화・금 제3수 제4수 제2수・제4수 제1수

쿠스노키쵸니시 일부(사우스 코트) 월・목 제2수 제1수 제1수・제3수 제4수

고토부키쵸오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코부카 화・금 제2목 제1목 제1목・제3목 제4목

사카에쵸오 수・토 제1목 제2목 제2목・제4목 제3목

사카에쵸오 일부(가든 힐) 화・금 제1수 제2수 제2수・제4수 제3수

시오노미야쵸오 월・목 제3화 제4화 제2화・제4화 제1화

재활용 쓰레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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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

역 수집 지역
타는

쯔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쓰레

기 본
인

 의
 지

역

불법투기는 법률에 의해 책임을 묻습니

수집 지역
타는

쯔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쓰레

기

재활용 쓰레기

※ 규칙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는 불법투기 금지!!



73 수거・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

74 수집·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75  자동차부품

●걶오토바이   ●발전기

●걶타이어 ●농업용 기계

 ●걶배터리 등  ●건설용 기계

●엔진

●압축기

76  위험물질

 ●걶소화기   ●걶가스통

●걶등유   ●부탄가스 (가스가 든 것)

 ●걶페인트

 ●걶농약    ●산소통

77  건축폐자재

 ●걶벽돌   ●벽돌

 ●걶기왓장   ●석고·내화보드

 ●걶모래    ●단열재

●걶폐자재   ●유리섬유

 ●타일   ●욕조

●철근·철골   ●변기

 ◎갉구매점 또는 시공업자 등에게 수거를 문의하십시오.

78  그외

 ●걶피아노   ●전기 온수기

 ●걶내화 금고   ●태양열 온수기

●깔판(운반용)　●태양광 전지판

●스프링 매트    ●오일 히터

 ●주사기     ●대량의 동물 변

 ●전동식 침대

 ◎스프링과 매트를 분리했으면 각각 「불연소 쓰레기・대형 쓰레기」 로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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