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豊

市）

쓰레기는 정해진 날 아침 8 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분리해서 배출합시다.
쓰레기 수거일은, 각 지역별로 수거일을 확인하세요.
주요품목 / 품명

타 는

쓰 레 기

주 의 사 항

음식물 쓰레기
티슈등 종이류
낙엽/나뭇가지
종이기저귀
그 외(담배꽁초, 섬유조각)

반드시 [미토요시 지정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것.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한 후에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처리기등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자가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이기저귀는 오물을 제거해 주세요.

미토요시지정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용기
(발포폴리스티렌, 식품토레이,
계란/두부 용기등)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컵용기,

종이 용기
(종이박스, 종이봉투, 포장지등)

종 이

포 장 용 지

류
음료용, 식품용등
(입에 넣을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 있던 병)

병

류

음료용, 조미료용, 주류, 식초, 간장용 등

페

트

마크가 없고 구분이 불투명한 것이나 오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타지 않는 쓰레기]와
같이 배출하세요.
신문, 잡지, 포장박스, 종이팩은 재활용 수집활동 때 배출하세요.
종이봉투나 반/투명한 봉투
종 이
끈 으 로
묶 는 다 .

음료용, 식품용, 스프레이 캔등

캔

사용후 반드시 오물을 제거해 주세요.
마크가 없고 구분이 불투명한 것이나 오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타지 않는
쓰레기]와 같이 배출하세요.
샴푸등의 펌프용기의 펌프는, [타지 않는 쓰레기]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
배출하세요.

알루미늄캔은, 재활용 수집활동 때 배출하세요.
내용물을 사용한 후에 물로 헹구어서 물기를 빼 둔다.
스프레이 캔은 반드시 구멍을 내어 배출해 주세요.

뚜껑은 따로 배출해 주세요.
용물을 사용한 후에 물로 헹구어서 물기를 빼 둔다.
화장품, 기름류병, 내열유리제품, 식기류, 창문유리, 도기등은 [타지 않는 쓰레기]와
같이 배출해 주세요.
뚜껑과 라벨을 떼어낸 뒤, 물로 헹궈주세요.
뚜껑과 라벨은, [플라스틱제 포장용기]로 배출해 주세요.

병

타지 않는 쓰레기

유해/금속폐기물

도기제품, 유리류, 용기포장이외의 플라스틱류, 50cm 미만의 물건을 말한다.
고무류, 재활용폐기물이외의 것
호스등 긴 물건은, 50cm 미만으로 잘라 묶어둔다.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투명 봉투를 사용하세요.

건전지. 형광등/전구, 수은체온계, 일회용라이터,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등 가정용 금속제품

쓰레기 집하장에서의 수거는, 연 2 회입니다.
품목별로 나누어서 배출해 주세요.
형광등/전구는 깨지않은 상태로 배출하세요.(깨진 것은 반/투명 봉투에 넣어주세요)
일회용라이터는 완전히 사용후 배출해 주세요.

粗大ごみ(대형쓰레기)

반입장소（장소는 해당 지역 청사에 별도 문의하세요.）
회수일시

품

목

금속 폐기물
건전지
매월

제 2･4 일요일

午前 7 時
～
午前 9 時

유
해
폐
기
물

형광등, 전구

가장 긴 면이 50cm 이상인 것

처분료

10kg 단위로 200 엔(일부 추가요금이 필요한 것도 있음)

집하장

(유)타쿠마청소 (전화 83-2419)

처리일

매월 11 일~20 일(10 일간)

시 간

오전 9 시~오후 4 시(일요일은 12 시까지)

수은체온계, 수은온도계

収集できないごみ(회수하지 않는 쓰레기)

일회용 라이터
튀김용 기름(폐식용유)

7 月・12 月
제 4 日曜日

대상물

신문. 잡지, 종이박스, 종이팩, 섬유류

○유해폐기물, 튀김용기름(폐식용유)는 업무시간내에 각 청사에서도 받아줍니다.

사업관계 쓰레기

상점, 농업등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쓰레기

위험/유해물등 처리곤란한것

타이어, 배터리, 소화기, 약품류

건축폐자재, 건축자재

타일, 콘크리트, 블럭, 기와등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품목

TV, 냉장/냉동고, 세탁기, 에어컨

가정용 컴퓨터

각 메커에 회수를 의뢰하세요.

リサイクル活動
재활용 수집활동
学校等の回収に協力しましょう！
초/중학교에서의 수집활동에 협력합시다.

신문

잡지

종이박스

우우팩

미토요시 환경위생과（７３－３００７）

의류(섬유류)

알루미늄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