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과 쓰레기의 배출 규칙
시간

가츠시카구 청소 사무소
(월요일~토요일 오전 7시 40분~오후 5시 15분)

2019년 2월

수거일 당일 아침 8 시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전날 밤이나 수거 후에는 배출하지 마십시오.
·교통 체증이나 도로 공사 등에 따라 수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거일 수거 종료 후에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 불가능합니다.

가츠시카구 종합 앱
QR 코드

요일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배출 방법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 또는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한 번에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양은 45ℓ 봉투의 경우는 3봉투 이내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장

03-3693-6113

전화

·재활용이나 쓰레기는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수거 요일이 다르며 틀린 수거 요일에 배출한 경우는 수거 불가능합니다.

→ '생활( くらし )'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용자 여러분께서 상의해 이용해 주십시오.
·청소 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장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 여러분 모두 협력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타는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고무 제품

가죽 제품

소량의 식물 가지, 잎

안 타는 쓰레기 (볼가연성 쓰래기)
유리 제품, 도자기

스프레이통,
부탄가스, 라이터（*）

·작은 다발
(직경 30cmx길이 50cm까지)
·굵기, 두께 10cm까지

화장품 병이나
식음료용 이외의 병
化 粧 水

農薬

플라스틱 일용잡화, CD, 비디오 테이프, 기타 플라스틱 제품

30cm 이하의
가전제품

형광등

금속류

*스프레이통, 부탄가스통, 라이터 등은 반드시 다 사용한 후에 다른 안 타는
·더러운 플라스틱 용기 포장(플라스틱 마크)은 타는 쓰레기로 버려 주십시오.

재활용 (페트병ㆍ병ㆍ캔ㆍ식품 포장 용기ㆍ헌 종이류)

쓰레기와는 별도의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구멍을 뚫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하십시오.

플라스틱 용기 포장

■ 페트병ㆍ병ㆍ캔ㆍ식품 포장 용기의 배출 방법

상품을 넣거나 겉을 싸고 있던 플라스틱 마크가 있는 플라스틱 용기 및
봉투, 포장 등을 말합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 또는 재활용 회수용 컨테이너ㆍ그물망에 넣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페트병

식음료용 병, 캔

식품 포장 용기

병, 용기류

봉투, 랩, 필름류

두껑, 캡류

플라스틱 용기류

완충재

わさび

からし

■ 헌 종이류 배출 방법（신문, 잡지류, 골판지 박스, 종이팩 등）

(플라스틱 마크)

컵, 가방류
종이로 된
컵 용기와

타는 쓰레기
·내용물은 반드시 다 사용하고 더러운 것은 깨끗이 씻은 후 배출해 주십시오.
더러운 것은 타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구에서는 수거 불가능한 것

한 변의 길이가 30cm를 넘으면‘대형 쓰레기’입니다.

■ 가전제품 재활용 품목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업장의 대형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03-5296-4400

텔레비전

전화 ㅤ
ㅤ(오전 8시~오후 7시/12/29~1/3을 제외한 매일)
인터넷 http://sodai.tokyokankyo.or.jp/
ㅤ(12/29~1/3을 제외한 24시간)

■ 컴퓨터

가전제품 재활용 접수센터ㅤ전화

03-5296-7200

접수: 12/29~1/3를 제외한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제조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제조업체가 불확실한 경우는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3R추진협회ㅤ전화 03-5282-7685

사업장 쓰레기
법률에 따라 각자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할 때에는
가츠시카구가 발행하는 사업장 유료 쓰레기 처리권을 붙이고 90ℓ(45ℓ 봉투의
경우는 2봉투) 이내로 배출해 주십시오.
·사업장 쓰레기 배출량이 1회당 90ℓ를 초월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의 사업협회에서
허가업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환경위생사업 협동조합 가츠시카구지부ㅤ전화 03-5672-1640

홈페이지：http://www.pc3r.jp/

■ 기타 수거 불가능한 것

구입점 또는 각
전문업자에게 인수
및 처리를 의뢰해
주십시오.

소화기, 배터리, 오토바이, 타이어, 석유류, 페인트, 약품류, 피아노, 금고, 돌, 모래, 흙 등
이 인쇄물은 인쇄용 종이로 재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