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

천류 천류

회수장소
1회 / 4주

대형폐기물 예약 or 반입

●셔츠 ●스웨터 ●자켓 ●스커트 ●바지 ●속옷류 ●타올·손수건 ●모포 등

●장농·침대·책상·소파 등의 가구류
●최대50cm이상의 가전제품등、대형쓰레기

무색투명
또는
무색투명
또는
흰색반투명
흰색반투명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버리는 방법
버리는 방법

●회수장소와 시일은 일본어의「가정쓰레기의 나누는방법·버리는방법」을 확인하십시오.
●환경플라자
수 있습니다.
환경플라자 츠바사관
츠바사관(표지참조)에
(표지참조)에반입할
반입할수
있습니다.

오염이심한것·양말·베개·인형은 타는쓰레기로

대형쓰레기 수집 (예약제·유료 500엔∼ 2,000엔/1점)
① 전화로 수거일을 예약（049-239-5056/일본어만 대응)
접수시간：월∼금 (8：30 ∼ 12：00/12：45 ∼ 17：00)
②수집당일 예약시간까지 물품을 밖으로 낸다.
③ 물품에대한 대가로 수집요금을 지불한다.

청소센터에 반입 (유료：50엔/10kg)
히가시청소센터(049－223－2645)또는 자원화센터（049-234-0530）
에 반입한다.
접수시간：월∼금 (8：40 ∼ 11：50/12 : 45 ∼ 16：00)

시에서 수집·처리할수없는것
텔레비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의류건조기는
①또는②또는③의방법으로 처분한다.
●텔레비전

●타이어

●문짝

●에어컨

●가스봄베

●냉장고/냉동고

●배터리

●가솔린등의 연료

●컴퓨터

●세탁기
●의류건조기

●소화기

●피아노

⇒ 자세한내용은

●약품

●소-라형

온수기

오른쪽기입

●자전거

●블록
● 콘크리트제품
●금고 ●토（흙）·석재

① 구입한상점 또는 리사이클가게에 인계합니다.
※가전리사이클 요금과 수집운반 요금을 지불한다.
②우체국에서 가전리사이클권을 구입하여 지정 인수장소에 가지고감.
※ 지정 인수장소는 카와고에시 공식홈페이지를 참조
③우체국에서 가전리사이클권을 구입하고 허가업자에게
자택에의 수집을 의뢰한다.
※수집운반요금이 걸린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 추진과에.

컴퓨터는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주십시오.
제조업체의 창구를 모를경우에는 컴퓨터3R추진협회에 문의
(03-5282-7685 http://www.pc3r.jp/)。

문의사항은 자원순환추진과 (049-239-6267 / 일본어만 대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를 못하시는분은 일본어를 할수있는 아는사람에게 의뢰해주십시오.

카와고에시 가정쓰레기의 분별방법 · 버리는방법
카와고에시에서는 쓰레기의 종류별로 분별방법,버리는방법이
상세하게 정해져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버리는 규칙

쓰레기수집일정은 살고있는 지역에따라 다릅니다.
수집일정 (일본어 판)을 확인하십시오.

수집일정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집관리과（049-239-5058）에 문의하십시오.
(일본어만 대응)
축일·연말연시의 수집은 일본어판을 확인하십시오.

쓰레기는 수거일 아침8시까지 내주십시오.
전날밤에 쓰레기를 버리는것은, 화재등의 원인이되므로 삼가하십시오.

카와고에시 쓰레기분리 애플리
쓰레기의 분별 방법·버리는방법을 검색수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를 무료로 전송중
(통신비만 본인부담). 수거일 경고기능도 탑재!

Google Play

App Store

환경플라자 츠바사 관
환경에 관하여 배울수있는 학습·개발시설 입니다.
개관중에는 자유롭게 견학할수 있습니다.
필요없게된 의류·잡화의 수거·배포, 재생가구의 배포,
재생자전거의 배포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방법

개관시간·문의처

● 코드를 읽어들인다.
●「Google Play」
또는「App Store」
에서
「카와고에시 쓰레기분리」
라고 검색한다.

●9:00 ∼ 17:00 / 휴관일：월요일·축일·연말연시
● 카와고에시 쿠지라이 782-3
● 049-239-5053 (일본어만 대응)

●

●

정해진날에 정해진종류의 쓰레기를 냅시다!
쓰레기버리기는 당일아침8시까지! 전날밤에 쓰레기를 버릴수없습니다!
타는쓰레기

기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수거일이 같은것은 같은색으로 칠해 있습니다.
타는쓰레기

종이류

병·캔, 페트병

2회/주

타지않는쓰레기 · 유해쓰레기

수거일의 실수에 주의해주십시오.

기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최대50cm까지
●음식물생쓰레기 ●가죽제품 ●플라스틱제품 (용기포장이외) 등

1회/주

●음식료품이나 일용품의병·튜브류·식품트레이·필름 등
마크를 확인

무색투명 또는
흰색반투명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무색투명 또는
흰색반투명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버리는 방법

버리는 방법

●이불은 접어서 끈으로묶어 1회수거일당 2개까지.
●종이기저귀는 오물을 제거한다.

●뚜껑을 분리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물로 씻는다.

금속등은 분리하여 타지않는 쓰레기로

병·캔, 페트병

심하게더러운것·상품으로 구입한 플라스틱제품은 타는쓰레기로

１회/２주

●음식료품및 화장수병·한되병
●음식료품캔·통조림
●카세트스토브등의 스프레이캔

종이류 １회/월

●청량음료·주류·조미료류등의 페트병

●신문지●골판지●종이팩 (안쪽이 흰색) ●잡종이(책·잡지·과자의 빈상자·포장지 등)

마크를 확인

병및 캔은
같은 비닐봉지에 넣는다

무색투명
또는또는
무색투명
흰색반투명
백색반투명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무색투명 또는
페트병은
흰색반투명
다른 비닐봉지에 넣는다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버리는 방법

버리는 방법

●뚜껑을 분리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세척을한다.
스프레이캔은 구멍을 뚫는다.

●뚜껑을 분리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세척을한다.

약병·과자 깡통 등은 타지 않는 쓰레기에

페트병의 뚜껑·라벨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플라스틱백 불가
버리는 방법
●접어서 끈으로 묶는다. 비닐봉지 사용은 불가.
●종이 이외의 재질의것 (비닐 등)은 제거한다.
오염이 심한것·사진·스티커 등은 타는쓰레기로

타지않는쓰레기·유해쓰레기

１회/ 4주

●가전제품 (최대50cm까지) ●금속류 ●유리류 ●도자기류 ●도검류 ●자전거 ●여행용가방 ● 의상케이스 (1 단의것) 등
●건전지 ●형광등
●수은체온계 등 (수은을 사용한것)

무색투명 또는
흰색반투명
(흰색비닐레지봉지 가능)

버리는 방법
버리는 방법
●깨지기쉬운 물건이나 칼은 종이·천에싸서「キケン」
이라고써서 비닐봉지에 넣는다.
●자전거·유모차에는「ゴミ」
라고 쓴 메모를 붙인다.

일본어판으로부터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수집날짜를 잘라내서
이 란에 붙여 사용하십시오.

시지정의 노란부대
(시청창구 ·
시민센터에서 무료배포)

●타지않는쓰레기로 나누어 낸다.
●형광등은 샀을때의 케이스에 넣는다.

천류
대형폐기물
텔레비전·에어컨·
냉장고·세탁기·
의류건조기·컴퓨터

뒷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