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 ２년 ４월부터의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분리 수거 방법

Ｒ2. 2발행

◎쓰레기 수거일과 시간은 지켜 주십시오.
◎주거지의 장소에 따라 수거일이 다릅니다. 수거일의 확인은 근린 주민에게 묻거나 미토시 쓰레기 대책과에 일본어로 문의 해 주십시오.
◎수거일이 축일(공휴일)이어도 통상대로 수거를 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연말연시의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근처의 정해진 장소에 버려 주십시오.
◎사업계(사업 또는 영업장) 쓰레기는 버릴 수 없습니다.

분별 구분・수거일

분별 방법·배출 방법
【종이류】 ①∼④

재활용 쓰레기
A
（①∼⑥）
매월
・

번째의
요일

오전 ８시까지

①신문류

②골판지

③그 외의 종이류

④종이 팩

（광고지는 그외의 종이류③과
같이 버려 주십시오.）

（１ｍ이내의크기로 접음）

（작은 서류는 잡지등에 끼워넣음.）

（가볍게 헹구고 잘라서 펼친 후 말림.
플라스틱제로 된 따르는 부분은 제거해
주십시오.）

(예) 잡지，서적，광고지，종이 봉투，판지
(마분지)，노트，팜플렛, 서류등

이 마크가 분별 표시

洗って開いて
リサイクル

・상자나 봉투등에 넣지말고 그대로 끈으로 십자(十자 모양)모양으로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접착 테이프는 불가)
・1장이라도 묶어 주십시오.
・이물질(접착 테이프, 전표, 금속 침, 클립등)은 제거 해 주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는 내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은박이 붙어 있는 것, 두껑이나 구금(금속제 마개)가 붙어 있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⑪에 버려 주십시오.）

【천류】 ⑤

천으로 소재가 무명,견, 마, 울등의 것. 폴리에스텔(나일론)등이 섞여 있는 것.
(예) 와이셔츠，블라우스，양복，청바지, 청자켓류，키모노，시트등

・상자나 봉투등에 넣지말고 그대로 끈으로 십자(十자 모양)모양으로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접착 테이프는 불가)
・1 장이라도 묶어 주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는 내 놓지 말아 주십시오.
・단추나 지퍼는 붙어있는 그대로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주：이불, 모포, 스웨터, 양말, 무명(면)등이 들어있는 의류, 가죽·비닐제품등은 가연성 쓰레기⑪로 버려 주십시오.）

【병·캔류】 ⑥

음식물이나 음료, 기름이 들어 있던 것, 과자 캔, 통조림의 캔등.

（1.8 리터 짜리 병, 16,5 킬로그램 짜리 캔보다 작은 것 . 16.5 킬로그램 짜리 캔은 불연성 쓰레기⑫입니다. ）

재활용 쓰레기（①～⑩）

・병·캔류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시 지정 수거 봉투는 사용 못함.)에 같이 넣어서 버려 주십시오.
・뚜껑, 덮게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용기 속을 물로 씻어 주십시오.
・깡통은 찌부러뜨리지 말고 버려 주십시오.
（주：화장품, 약품(액체류 약도 포함)이 들어있던 것은 불연성 쓰레기⑫로,
스프레이 캔, 부탄 가스등은 반드시 다 쓰고나서 유해 쓰레기⑬∼⑮로 버려 주십시오.）

【페트병】 ⑦

(예) 음료류，주류，간장등

음료 가능한 것이나 조미료가 들어
있던 용기

재활용 쓰레기
Ｂ
（⑦∼⑨）

※페트병으로 수거를 할 수 없는 것

가볍게 헹궈서 말린 후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 (시 지정의 수거 봉투는
사용 못함.) 에 넣어 주십시오.

※흰색 식판용기로 수거를 할 수 없는 것.

(예)
플라스틱제
두껑·상표
병 용기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⑨로

【흰색 식판용기】 ⑧
고기나 생선, 반찬등에 사용되는
색이나 모양이 없는 흰색의 평평한
식품 용기

매월
・

이 마크가
분별 표시

두껑과 상표는 제거하고 플라스틱제
용기포장⑨와 같이 버려 주십시오.
용기의 속을 물로 씻은 후 납작하게
찌부러뜨려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시 지정 의 수거 봉투는
사용 못함.)에넣어서 버려
주십시오.

(예)

번째의
요일

쉽게 이쑤시개가
꽂힙니다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 ⑨
오전 ８시까지

낫토 용기 두부 용기 발포 스티롤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⑨로

(예) 과자 봉투，도시락 등의 용기

상품의 내용물을 꺼내거나 먹거나 해서
필요없게 되는 플라스틱제 용기및 포장.

더렵혀져있는 것은 가볍게 헹궈
말린 후 투명 또는 반투명한 봉투
(시 지정 수거 봉투는 사용 못함)에
넣어서 버려 주십시오.

이 마크가
분별 표시

소형 가전（⑩）
（거점 회수）
소형 가전은 가정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에서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시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 박스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식판용기

회수 품목：
휴대 전화，스마트 폰，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휴대형 게임기，휴대용
음악 플레이어，IC 리코더，전자 사전，
전자 수첩 ， 터블릿형 단말기 ， 휴대형
자동차 네비게이션， AC 어뎁터， 전기
코드，외부 부착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으로 수거 되지 않는 것.
(예)

상품 그 자체
(플라스틱 제품)
→가연성 쓰레기 ⑪로

본 청사, 출장소(아카츠카, 쯔네즈미),
일부 시민센터 등에 전용 회수 박스를
배치, 회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쓰레기 대책과(레이와
2 년 4 월 이후는 쓰레기 감량과)로 문의
바랍니다.

더러움이 쉽게
없어지지않는 것.

※소형 가전으로 수거를 할수 없는 것

TV，에어컨，
냉장고，세탁기등

두껑·상표

→상세한 것은 뒷면「시에서는 수거 하지않는

쓰레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분별 구분・수거일

분별 방법・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피혁 제품
재생할 수 없는 종이등

가연성 쓰레기 (⑪）

침구류，
가지치기를 한 나뭇가지등

매주
・

요일

가연성 쓰레기
처리권
가연성 쓰레기 수거
봉투

오전 ８시까지

도자기류，날붙이，
유리 종류, 금속류등

불연성 쓰레기 (⑫）

매월

・

우산，스토브(난리)，
자전차등

・시 지정 물색(엷은 청색) 불연성 쓰레기 수거 봉투에 넣어서 버려 주십시오.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1m×50cm×50cm 이내의 크기인 것은 1 개당
물색(엷은 청색) 쓰레기 처리권을 1 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버려 주십시오.
※투명한 봉투나 골판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쓰레기 처리권을 붙여 버리는 것은
안됩니다.

번째의
요일

불연성 쓰레기 수거
봉투

불연성 쓰레기
처리권

오전 ８시까지

・

・시각 장해자분들께도 판별이 쉽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１ｍ이내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조대(부피나 크기가 커서 처분
곤란한)쓰레기 ⒃」을 참고해 주십시오.

・날붙이나 깨진 유리등의 위험물은 종이등에 싸서 버려 주십시오.
・음료, 식품이 들어 있는 병·캔류는 재활용품 이므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품 A 날에 버려 주십시오.

・봉(막대)모양의 것(1ｍ이하)은 끈으로 묶음을 해 쓰레기 처리권을 붙여 주십시오.

유해 쓰레기
(⑬∼⑮）
매월

・시 지정 노란색 가연성 쓰레기 수거 봉투에 넣어서 버려 주십시오.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1m×50cm×50cm 이내의 크기인 것은 1 개당
노란색 쓰레기 처리권을 1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버려 주십시오.
※투명한 봉투나 골판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쓰레기 처리권을 붙여 버리는 것은
안됩니다
・１ｍ이내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조대(부피나 크기가 커서 처분
곤란한)쓰레기 ⑯」을 참고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히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건전지】 ⑬

【형광등，수은 체온계】 ⑭

【스프레이 캔，가스 라이터】 ⑮

건전지， 단추형
건전지

형광등 ，
수은 체온계，
수은 혈압계

스프레이 캔，가스 라이터，
부탄 가스

번째의
요일

오전 ８시까지

※스프레이 캔, 부탄 가스등은
반드시 남김없이 사용해 주십시오.
구멍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전식은 안됨.
・종류별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 (시 지정 봉투는 사용 못함)에 함께 넣어서 버려 주십시오.

조대(부피나
크기가 커서 처분
곤란한)쓰레기 (⒃）
※사전 신청을 한 후 호별수거

애완 동물，옷장，소파(긴 의자)，빨래 말리는 장대，전자 렌지，다다미등
●크기：집적소에 수거가 가능한 크기（１ｍ×50cm×50c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변의 최장 길이가 ３ｍ이내. 3 변(크기, 폭,
높이)의 합계 길이가 ５ｍ이내의 것.
●무게：50kg 까지
●쓰레기 처리 수수료(예정)：
3 변의 합계 길이가 ３ｍ미만인 것은 500 엔
3 변의 합계 길이가 ３ｍ이상 ５ｍ이내 인 것은 1,000 엔

①콜 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함.
②조대(부피나 크기가 커서 처분 곤란한)쓰레기 처리권
취급점에서 조대 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해 조대 쓰레기에 붙임.
③현관 앞등 부지내의 도로에 접한 장소에 조대 쓰레기를 내
놓음.
콜센터의 상세한 것은 정해지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처분 방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대책과(레이와 2년 4월 이후는 쓰레기 감량과)로 문의 바랍니다.

ⅰ）가전 4 품목

(에어컨，TV，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한 곳이나 구입한 가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 상담해 주십시오.

ⅲ）소화기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에 판매점에 의뢰 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판매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ⅴ）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소매점이나 판매점에 상담해 주십시오.

ⅶ）일시적인

다량의 쓰레기(이사등에 의한)

・청소 공장에 사전에 연락한 후 자신이 반입 또는 미토시 일반 폐기물 수거 운반업
허가업자에게 의뢰해 주십시오.

ⅱ）컴퓨터
・제조 회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제조 회사가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 ３Ｒ추진
협회(전화：03-5282-7685)에 상담해 주십시오.

ⅳ）농업용 플라스틱
ⅵ）오토바이, 소형 자동 2 륜차
・판매점에 상담해 주십시오.

ⅷ）사업계 쓰레기

사업 활동을 동반한 쓰레기(사업소, 상점등)
・청소 공장에 사전에 연락한 후 자신이 반입 또는 미토시 일반
폐기물 수거 운반업 허가업자에게 의뢰해 주십시오.
・사업계 쓰레기는 가정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는 버릴 수
없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반입 할수 없습니다.

문의처（※일본어에 한해서만 대응 가능.）
： 분별 방법・ 배출 방법에 관해⇒쓰레기 대책과（레이와 2 년 4 월 이후는 쓰레기 감량과） ☎（029）232-9114
수거, 집적소에 관해⇒청소 사무소 ☎（029）241-0058（레이와 2 년 3 월 말까지. 같은 해 4 월 이후는 ☎（029）297-5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