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음식쓰레기 (잔반, 조개껍질등) 

●휴지 

●봉제인형, 쿠션 (크기가 큰 것은 잘게 잘라주십시오) 

●플라스틱・고무류・비닐류（스치로폼・비닐봉투・고무 신발・

카세트 테이프 ・ 비디오 테이프 ・ CD ・ DVD ・

폴리탱크(18 리터까지) 

●가죽제품(구두, 가방,벨트) 

● 나무쓰레기(나무가지는 직경이 10cm 이내이고 길이 

50cm 이내, 나무조각은 두께 5cm 이내 길이 50cm 이내의 것) 

●기저기류 

■주의 사항■ 
●수거 봉투를 묶어서 배출하세요. 

●식용유 나 간장 등의 액체 조미료는 자루나 병에 담긴 

액체 상태가 아니라 종이나 천 등에 스며 시키거나 응고제를 

사용하여 굳힌 후 배출하여주십시오. 

●  이불과 목욕 타월 등의 코후는 50cm 사방 이내에 

재단하여 가연 쓰레기에 섞어 배출하여주십시오. 

●음식쓰레기등은 물기를 충분히 빼고 배출하여 주십시오. 

● 나뭇가지등은 봉투에 넣기 어려우 면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 주십시오. 

●불꽃 매치 등은 충분히 물에 담가 일회용 라이터는 가스를 

반드시 다 사용하고 나서 물에 담그고, 발화하지 않게 

내주세요. 

● 기저기류등은 오물은 화장실에 버리고 봉지에 싸서 

지정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슈레더 쓰레기・마이크로비드는(베갯속 등은) 봉투에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한 후 지정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십시오. 

 

건전지, 단추형 전지(모델 번호가 CR, BR 인 것) (투명한 봉투에  

넣을 것), 형광등, 수은 사용 제품(투명한 봉투에 넣을 것)은 

 불연쓰레기와 따로 배출하고, 스테이션의 가장자리에 놓아두십시오. 

뚜껑은 반드시 분리 바랍니다금속 뚜껑은 

빈 캔 회수 봉투에 넣어주세요. 

■품목■ 

●신문지,전단지 

●잡지 (노트 · 책 등 제본되어있는 것 

●종이류 (과자 나 식품 상자, 엽서 봉투, 티슈 상자 

등)은 종이봉투에 넣어 끈으로 묶어주십시오. 

●골판지(사이에 파도모양의 종이가 있는 것) 

●종이팩(알미늄 코팅이 된 것은 배출 불가) 

●헌옷 (착용 것) · 기모노 (띠는 제외) 

●모포 (솜옷 타올 목욕 타올 · 커튼 · 카펫 등은 낼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우천의 경우 습기에 의해 수집 물에 곰팡이가 

버려, 유가물로 처리 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옷 · 담요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헌옷,모포 이외의 유가물(有価物)은 우천시에도 

수거 합니다만, 가능하면 맑은 날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종이팩은 물로 씻고 펼쳐서 말린후 같이 묶어 

주십시오. 

●쇠장식이 달린 것(바인더, 카탈로그 등)이나 비닐 

코팅된 것은 가연쓰레기입니다. 

●서류둥에 붙어있는 스테이플러침은 반드시 

제거하여 주십시오. 

●마시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팩은 마시는 

부분을 제거한 후, 유가물로 배출해 주십시오. 따로 

잘라낸 마시는 부분의  플라스틱은 가연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단, 알루미늄 코팅이 된 종이팩은 

가연쓰레기입니다.) 

●불연 쓰레기 봉투 (20 리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중량물을 제외 불연 쓰레기로 낼 수 있습니다. 

 

【처리수수료】 

●처리수수료는 ‘370 엔’, ‘740 엔’, ‘1,110 엔’, 

‘1,480 엔’의 4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370 엔’의 처리권을 필요한 장수만큼 구입해 

주십시오. 

●처리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처리권은 눈에 띄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붙여주십시오. 

●쓰레기 처리 시설에 쓰레기를 가져갈 때는 현금만 

지불해요.（처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생활 보호 세대는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접수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수거방 법■ 

①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 」 에 전화로 신청 

해주십시오. 요금과 수거일 

 및 배출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② 대형 쓰레기 처리      

권 취급점」에서 요금분의   

 「후나 바시시 대형 쓰레기 

 처리 권'(스티커)을  

구입하십시오. (지불은 현금 만) 

③ 처리 권에 수거일 ·  

성명을 기입 후,  대형 폐기물에  

붙여 수거일 오전 8 시 30 분까지 현관 앞 등의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주십시오. 

※ 공동 주택의 경우는 1 층의 쓰레기보관소등입니다. 

④ 수거차량 수거를 위해 방문합니다.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집안까지 들어가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우천시에도 수거합니다. 

●크린 서포트 수거 

■ 고령자(65 세 이상), 장애인 만의 세대 등 대형 쓰레기 운반이 곤란한 

경우 실내에서부터 반출 수거합니다. (접수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월요일·공휴일 다음 날은 전화 연결이 매우 어려울 수 있

으므로 양해 바 랍니다 

대형 쓰레기는 장변이 대체로 50 ㎝  이상의 가연성 대형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봉투 (20 리터)에 들어 가지 않는 

불연성 대형 쓰레기있습니다. 

■품목■ 

 

쓰 레 기  수 거 장 에 서  수 거 

주 2 회 

호  별  수  거 

이불 

가연쓰레기        불연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페트병             유가물(有価物) 회수      대형 쓰레기 

 

        월 1 회            주 1 회               주 1 회     유료 제 · 전화, FAX, E 메일 신청 

■품목■ 
 

●공병(음료, 식품용, 화장품병등) 
●유리(깨진 병, 창유리,유리컵,꽃병,
거울 등) 
●백열전구●우산 
●완구(금속이 포함된 것) 
●체온계●칼종류 
● 기름 캔●형광등●건전지 
●소형  가전  제품  (재활용  대상  품
목은 회수 박스에 넣어주세요. 기타 
제품은  지정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항■ 
●수거 봉투를 묶어서 배출하세요. 
●불연 쓰레기 봉투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이나 봉투에서 튀어 버리는 것에 대해
서는 대형 쓰레기에 내주세요. (우산은 
제외) 
●도검류이나 균열 유리 등은 종이나 접
착 테이프로 감는 등의 위험 방지 처리
를하고  キケン표시하고  배출하여주십시
오. 
●배터리,소화기,프로판개스통,산소통등의
 압력용기는  수거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
업체나 쓰레기처리 허가업체와 상담바랍
니다.) 
●수은전지, 소형충전지 (니켈전지등)은 
구매하신 점포(판매점)의 회수절차를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주사기는 쓰레기에 폼함시키지
 마시고 약국(회수점포)의 회수절차를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빈병(음료・식품용 병・화장품 병） 

●캔(주스, 통조림등) 

●한 말(약 18ℓ)까지의 캔(과자캔,조미료캔 

등) 

●스프레이 캔이나 휴대용 가스버너는 반드시 

내용물을 다 사용하시고 구멍은 뚫지 않은 

상태로 배출해 주십시오.   

●금속류(냄비,주전자,프라이팬등), 법랑제품 

●병뚜껑 (금속제품) 

●철제옷걸이 

 

■주의사항■ 
●수거 봉투 안에 비닐봉지는 넣지 마세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주십시오 

● 깨진 병이나 판유리, 내열유리는 

불연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 바늘,면도날등은 위험방지 처리를 한 후, 

불연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 매니큐어병은 불연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 빈캔은 찌그러뜨리지 말고 배출하여 

주십시오. 

●음료용 

●간장용 

●주류용 

●식초용 등 

후나 바시시 대형 쓰레기 처리 권 

뚜껑은 반드시 분리 바랍니다 

줄줄기의 직경이 10cm 이내

 길이 50cm 이내 

라벨, 뚜껑은 반드시 제거하여 

주십시오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대형쓰레기 접수센터 

℡047-457-4153 FAX047-457-4221 

스테이션의  전용  

수거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식별표시마크 

스테이션의 전용 수거용 

망에 넣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페트병은  

라벨이나  병밑에  이  마

크가 붙어 있습니다 

■배출방법■ 
 

1. 라벨과뚜껑을 제거한다 

2. 안은 비우고 물로 가볍게 행군다 

3. (가능한 한) 으깬다. 

4. 수집용 그물망에 넣는다 
 

■주의사항 
 

●라벨,뚜껑및 기름, 세제,정수기용 대형물통 

등은 대상외 입니다. 가연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뚜껑을 가연쓰레기로서 배출하지 

않으려면 회수점포나 회수단체에 직접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페트병 이외의 플라스틱은 가연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 수집용 그물망에는 페트병만을 

넣어주시고비닐봉투등은 넣지 말아 주십시오. 

● 압축시킬 때는 스테이션 앞에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활용쓰레기(공병, 캔)와 페트병은 수거

일이  같습니다만 ,별도시간대에  순차  수

거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종이류는 분별하여 하기 품목별로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헌 옷, 모포는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월~금(공휴일휴무) 오전 9 시 ~ 오후 4 시. 가구당 한번에 5 개까

지 신청 가능하며, 일주일후에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줄기 직경 20cm 이내 

길이 1.5m 이내 

지정봉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