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트병의 입근처 흰색부분은 붙은 상태에서 가능.

·시에서 지정한 쓰레기 봉투는 없습니다.

·쌀자루 ·비료가방, 검정· 청색 등의 비닐봉투, 판지 등

내용을 확인할 수없는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집일이 축일 휴일의 날도 대형 쓰레기 이외는 수집하는

완전 정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 연시는 제외합니다.

·쓰레기는 아침 8시부터 수집을 시작합니다.지정일의

아침 8시 까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고양이·까마귀 등에 의한 산란방지를 위해 전날

내거나

·집적소는 사용하고 있는 분이 청소당번 등을 결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적소에 쓰레기를 낼 수

없습니다.

·수집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나온 쓰레기의 양이나 교통 상황 등에 의해 수집 시간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다른 품목의 수집이 있는 경우 ( 「타지 않는

쓰레기」 「유해 쓰레기」 「자원 고지 / 천류」등)은

품목마다 다른 차량으로 수집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집

·시에서는 분별 나쁜 쓰레기와 수집 일 이외의 종류의

쓰레기는 매너 스티커를 붙여 수거 하지 않습니다 .

내는 방법의규칙

쓰레기의 수집에대해

쓰레기 · 재활용품을 더 상세하게

나누는 방법 ·내는 방법에

대해서,시에서 배포하고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 방법

·내는 방법」책자나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미사토 시청 클린 라이프과

▼신문 ▼잡지 ▼골판지 ▼종이팩

▼종이류 과자 등의 종이 용기·포장지·엽서·종이

봉투·포스터･달력·명함·랩 등의 심·그 이외의 종이류는

전부 종이류로 자원 고지로 버려주십시오.

※ 십자로 묶어서 냅니다.  종이류는 종이 봉투에 넣어서

묶어서 냅니다. 소량이면 잡지에 끼워서 냅니다.

▼천류

타올·시트·담요·커튼·겉옷·스커트·바지·스웨터 등.

※ 그대로 재 활용하기 때문에 세탁 후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서 내주십시오 .

▼부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 쓰레기·남은밥· 차 찌꺼기·조개껍질

▼플라스틱 제품

·샴푸나 세제 등의 각종 용기 ·발포 스티롤 ·비닐

제품 ·

비디오 테이프 ·CD · CD 케이스 등

▼피혁 제품·합성피 제품

▼고무 제품

▼재활용 할 수없는 천

▼나뭇가지·널빤지

▼금속류·냄비·주전자·양동이·한말캔 등

▼컴퓨터 본체·모니터를 제외한 부속품

·프린터·키보드·마우스·연장 코드 등

▼도자기류·그릇·화분·도자기·컵 등

▼소형 가전 제품

·전자 레인지·밥솥·카세트·다리미·드라이어·워드

프로세서·

청소기·전동식 장난감·가스 레인지·석유 스토브 등

※작은 것은 시청에서 설치한 회수 박스에도 버릴 수 있습니다.

（투입구：가로 40cm×세로 15cm）

▼칼·유리 제품

※날카로운 물건은 신문에 싸서 버려주십시오.

▼빈캔 ·맥주·주스·통조림·과자깡통 등

▼빈병

·편도 병（주스·커피·와인·드레싱 등）

※가볍게 헹구어서 내주십시오.

▼카세트 봄베·스프레이 캔

※다 사용한 후에 구멍을 뚫어 버려주십시오.

▼형광관·형광등

※구입한 케이스에 넣어서 내거나 신문지 등으로 싸서내는 등 깨지지

않게 버려주십시오.

▼수은 체온계 ▼ 거울 ▼ 건전지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 봉지에 넣어서 버려주십시오.

※시내 공공 시설에는 「폐기물 건전지 회수 포스트」가 있습니다.

※형광등이나 수은 체온계에 포함된 수은은 유해 물질입니다.

타는 쓰레기와 절대 혼합하지 마십시오.

▼페트병 왼쪽의 마크가 붙은 것

·청량 음료수, 미네랄 워터,  간장 · 술 · 미림 등의

무색 투명한 것.

페트병과 뚜껑

（벗긴 채）을

집적소의 전용

수집 네트에

라벨 ·뚜껑을 벗긴다

(벗길수 있는 부분만)
가볍게 씻어서, 물을

제거한다 찌그러뜨린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가로·세로 ·깊이중 한쪽이 60cm 이상

2m미만 (장대 제외)의 것으로 1개

(쌍)의 무게가 대략 50kg 이내 일 것

이불도 이것에 포함됩니다.

유료
직접 반입 호별 수집

한번에 내는 쓰레기의 양

은 45ℓ들이 비닐봉투로

3 봉지까지

수수료 총 중량 10kg 당 200 엔 수수료 기본 수수료 1,000 엔 + 1점 500 

●배출자 본인이 와 주십시오.

●「반입물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사토시에 거주 하고있는 것을 확인 할 수있는 신분

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량의 한도는 하루 300kg입니다.

●개장 일시는 평일 또는 매월 첫째 일요일·

제 4 토요일 8시 30 분～ 17시입니다.

※1월 · 12월은 변경하기 때문에확인해주십시오.

※토,일요일의 직접반입은 사전의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수거 요일이 다릅니다.

●수수료는 원칙, 수집시 현금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당일 8시 30 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내 주십시오.

이 품목은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품목이며, 각각

처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전 리사이클

대상제품

에어컨

텔레비전(평면포함)

냉장고(냉동고)

(냉온방)

세탁기

(의류 건조기)

데스크탑형컴퓨터

디스플레이

·자동차 해체 부품

（타이어·휠·배터리등

포함）

·오토바이（원동기 포함）

·소화기

·내화 금고

·프로판 가스통

·농약 등의 약품

·건축 폐기물

·사업 활동에 수반하는

등

이불은 대형 쓰레기.

커튼 ·시트는 자원 고지의 날/ 천류의 날에 내 주십시오.

카펫 등은 60cm 이하로 자르면, 타는 쓰레기날에 버릴 수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 시청

설치 회수 박스에 낼 수있습니다.

(투입구 : 가로40cm×세로15cm)

※트럭이나 회사명이 기재된 차량은

예약없이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가장긴 모서리의길이가 60cm 이하인것

※가장긴 모서리의길이가 60cm 이하인것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

장소：미사토시 고보1314

℡：호별 수집 예약

0120-80-5383

：토,일요일 직접반입 예약

0120-53-7489

접수 시간 평일

8：3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