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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 수 있는
쓰레기

시에서 정해져 있는 봉투에 넣어 배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시에서 정해져 있는 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품
빈 캔, 빈 병 등

TEL／0296-24-2130
Mail／environ@city.chikusei.lg.jp

❶반듯이 분리합시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재활용품으로 반듯이 분리합시다.

❷지정된 봉투에 넣읍시다
시에서 정해진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세요. 시지정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❸쓰레기집하장에 배출합시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쓰레기집하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❹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배출합시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거일, 당일 아침 8시까지 배출해 주세요.

대형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시지정봉투에 넣을 수 없는 큰 쓰레기 배출방법은
“쓰레기집하장에 배출할 수 없는 물건”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수거일

규칙을 지켜서 깨끗한 찌쿠세이시를 만듭시다

×
재활용품으로서 리사이클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주

매월

매월

공터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천・산림・도로・공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말아 주십시오.

쓰레기를 태우지 말아 주세요！

야외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기와 냄새, 재가 날려서 이웃에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유해물질 발생 원인이 되어, 건강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맙시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스마트폰 아프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판

아라도
기능

쓰레기
배출방법

수거일
달력

쓰레기
분리사전

Android 용iPhone 용

아프리 다운로드
스마트폰 등에서는
2차원코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법률에
의해
금지

찌쿠세이시 시민환경부 환경과
주소／이바라끼켄 찌쿠세이시 헤이 360번지

쓰레기에 관한 문의

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의 크기는, 
45cm×45cm×길이120cm까지 입니다.
수거일을 모를 경우에는 환경과에 문의해 주세요.

쓰레기・재활용품

분리방법과 배출방법

번역협력 / 찌쿠세이시 국제우호협회

“찌쿠세이
쓰레기 분리 아프리”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재활용품매주 2회

매월 1회

매월 1회, 또는 2회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쓰레기집하장에 설치된, 
파랑색 전용박스에 넣기

물기를 빼어

식용류는
종이 등에
흡수시켜서

■음식물쓰레기 ■비닐・플라스틱

■테이프・스티로폼

낙엽・나무쓰레기는 말려서
길이 50cm, 지름 20cm 이내로
묶어, 시지정봉투에 넣어 배출

■나무쓰레기・낙엽

■고무・가죽제품

■섬유류

■재활용할 수 없는 종이류

티슈, 감열지(영수증 등), 복사지, 사진, 
슈레더로 절단한 종이

■그 밖에

종이 기저귀
오염물은
변기에 흘려
버리기

알루미늄 호일

■스프레이캔•라이터

내용물은 전부 비우기
스프레이캔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

작업은 옥외에서！

■금속

냄비・후라이팬・우산・옷걸이

■칼・가위・바늘・유리 등

■수은을 함유한 물건

종이에 싸서 “유리” 등을 표기하여, 
시지정봉투에 넣어 배출

형광등・체온계・혈압측정기 등은, 
다른 것과는 분리하여 시지정봉투에
넣어 배출

■가전제품

■도자기류 등

시지정봉투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물건
(한 면이 45cm 이내) 건전지를 빼어 배출

■재활용할 수 없는
캔・병 (식료품 이외）

기름캔

의약품・화장품

■종이류

1. 신문지
2. 종이박스
3. 잡지・그 밖의 종이류
4. 종이팩

종류별로 끈으로
묶어 주세요.
종이팩은 물로
씼어 주세요.

깨끗한 것만 해당됩니다.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세요.
봉제완구 스웨터 등, 솜이 들어있는
것은 배출할 수 없습니다.

■병 ■헌옷・시트

■패트병

다양한 종이류는 리사이클이 가능합니다.
※티슈, 복사지, 사진 등은 리사이클할 수
없습니다.

뚜껑, 라벨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 주세요.
음료, 조미료 패트병이 대상입니다.
식용기름, 세제 등의 패트병은 배출할 수 없습니다.

■빈 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내용물은 물로 씻어 주세요.
식료품 이외의 캔은 배출할
수 없습니다.

■건전지
1. 건전지
2. 보턴전지

쓰레기집하장에 배출할 수 없는 물건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물건 ■대형쓰레기
(시지정 봉투에 넣을 수 없는 물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기와・다다미・블럭 등 건축용 자재
○소화기・부탄가스・화약・화학약품
○컴퓨터 ○자동차부품
○농업용 자재 등
○고목, 돌, 흙
○환경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물건

판매점・제조회사・전문업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가전제품의 배터리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환경센터 (직접 반입)
찌쿠세이시 가와시마 658  ☎0296-33-3755
접수 : 평일, 매월 제１일요일

8:30-11：45 / 13:00-16:30
요금 : 10kg 당 100 엔

○시의 호별수집 ( 유료 )
수집일 : 시모다떼 지역 : 제４수요일

그 밖의 지역 : 제３수요일
접수처 : 시청 환경과, 각 지소 창구
요금 : 1점 750 엔 (１회에 ５점까지)
문의처 : 환경과 ☎0296-24-2130

봉투에
넣어 배출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물로 씻어 주세요.
종류별로 배출해 주세요.
식료품 이외의 병은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입니다.

1. 무색
2. 갈색
3. 그 밖에
(파랑색・녹색・
검정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