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처리 수수료 

종류 
수수료(세금 포함) 

1 장 10 장 봉투 

지정된 쓰레기봉투 

타는 쓰레기용(노란색) 

타지않는쓰레기용(파란

색) 

5 리터봉투 10 엔 100 엔 

10 리터봉투 20 엔 200 엔 

20 리터봉투 40 엔 400 엔 

30 리터봉투 60 엔 600 엔 

40 리터봉투 80 엔 800 엔 

타는 쓰레기용 처리권(노란색) 

타지 않는 쓰레기용 처리권(파란색) 

80 엔  

 

자원물의 버리는 방법 

가정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봉투·쓰레기 처리권을 사용해 버려 주세요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집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사용 

 

 

 

 

 

 

□ 쓰레기 처리권을 사용 

지정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대형 폐기물(최대 넓이 또는 높이 

1 미터를 넘는 것, 중량이 50 킬로그램을 넘는 것, 0.1 입방미터를 넘는 것)에 붙여 

주십시오. 

        

 

 

 

□ 자원봉사 청소는 무료로 수집합니다 

 단체나 반상회, 개인등이, 공원이나 길등의 쓰레기를 자원봉사로 청소했을 

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스테이션에 내면 무료로 수집합니다. 전용봉투는 

폐기물 사업소(전화 228141)에 연락해 주십시오. 신청하시면 반상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 ･ ･ ･파란색의 지정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 

주세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용기포장(화장품의 병, 기름의 캔, 페인트의 캔 

등), 소형 가전제품, 부엌· 건물 안에서 물을 사용하는 곳의 용품(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세면기, 물통 등), 유리, 도자기, 용기포장을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문구, 장난감, 비디오 테잎, 카셋트 등), 금속제품                                                                                                                                             

캔등을 버리는 날에 버리는 것･･･5 종류로 나누어 버립니다. 

종이의 날에  버리는 것･･･5 종류로 나누어 버립니다. 

타는 쓰레기･･･노란색의 지정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 주세요. 

휴지류(휴지, 기름종이, 사진, 종이컵 등), 젖은 쓰레기·식용유가 묻은 

종이, 종이 기저귀, 생리 용품, 의류·봉제인형, 소량의 나뭇가지, 

풀·꽃·낙엽, 담배의 꽁초, 애완동물용 화장실 시트나 모래 등 

쓰레기·자원물에 대한 문의처 

수집, 스테이션  폐기물 사업소 전화·FAX 228141 

나누는 방법·버리는 방법     폐기물 대책과 324111 내선 323 

쓰레기봉투·쓰레기 처리권  관리과 내선 321  FAX325032 

※1 장부터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6 년 4 월 오타루시 환경부 발행  

 

쓰레기·재활용품은 아침 

8 시 30 분까지 버려 주세요 

지정된 

쓰레기봉투 

취급점 마크 

지정된쓰레기봉

투·쓰레기처리권은,

매장에마크가표시

된슈퍼,편의점,잡화

점,식료품점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집 회수 
종류 구분 수집 회수 비고 

타는 쓰레기(유료) 가연 주 2 회 축일도 수집합니다. 

연말·연시,토요일,일요일

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지구별 수집 캘린더를 

참조 바랍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유료) 불연 2 주에 1 회 

재활용품(무료) 캔등 2 주에 1 회 

종이 2 주에 1 회 

플라스틱류 주 1 회 

 

1 종이 팩 우유, 쥬스, 술등의 음료용 팩 팩을 펼쳐서, 끈으로 십자로 묶어서 버립니다. 

2 신문 신문외, 광고지, 잡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끈으로 십자로 묶어서 버립니다. 

3 잡지·서적 주간지, 카탈로그, 서적 등 위와 같음 

4 박스 
방수를 위해 초가 발려져 있는 박스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는 쓰레기에 버려 주세요. 

금속장식이나 테이프를 떼고, 평평하게 핀 후 

묶어서 버립니다. 

5 종이 용기포장 
왼쪽에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종이상자(과자상자, 화장지의 빈 상자, 달걀의 

용기 등), 종이통, 컵류, 봉투류, 포장지류, 

받침대 종이, 뚜껑류 

하나로 정리해서, 투명·반투명의 

 봉투에 버립니다. 

 
플라스틱류의 날에 버리는 것･･･2 종류로 나누어서 버립니다. 

1 캔 (알루미늄, 스틸) 
음료캔, 맥주캔, 통조림, 과자캔, 분유캔, 

펫푸드캔 등 

투명·반투명의 봉투로 버립니다. 

2 병(유리) 쥬스, 주류, 조미료등의 병 위와 같음 

3 형광등·전구 
긴형광등·원형형광등·전구형, 글로 램프 구입시의 종이 용기나 신문지 등에 싸서 

버립니다. 

4  건전지 
버튼 전지나 충전식 전지는 판매점등의 

협력점의 회수상자에 내 주세요. 

투명·반투명의 봉투에 버립니다. 

5 스프레이통류 
카셋트식 가스 버너, 헤어 스프레이, 살충제등의 

스프레이캔 

다 쓴 후, 구멍을 뚫어 투명·반투명봉투에 

버립니다. 

 

1 패트병 
왼쪽에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음료용, 술, 조미료 용기에 한정) 

물로 씻어서 뚜껑과 라벨을 벗겨, 

투명·반투명의 봉투에 버립니다. 

2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왼쪽에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보틀, 튜브, 컵, 뚜껑류, 폴리에틸렌 봉지, 랩류, 

쟁반류, 그물, 넷, 발포스티롤 등 

식품등의 이물이 묻어있을 경우 물로 씻은 후, 

하나로 정리해 투명·반투명의 봉투에 버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