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은, 기계적으로행하여진것이기때문에,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번역문장에따라서는, 본래의의미가아닌
결과가될것도있습니다.  이것을충분히이해해주셔서이용하는것을부탁합니다. 

태울수있는쓰레기와태울수없는쓰레기와자원플라스틱는, 결정된쓰레기봉투에넣어주세요. 

태울 수있는 쓰레기

「태울 수있는 쓰레기 '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태울 수있는 쓰레기」는 태울 수있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세요.
（붉은 색 자루）

・금속은, 제거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기저귀를 버리기 전에 오물은

제거하십시오.
・재활용이 가능한 “골판지” “신문”, 

"잡지“등은 타는 쓰레기로 배출
할 수 없습니다.

태울 수없는 쓰레기

「태울 수없는 쓰레기」는 태울 수없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세요.
(파란색 가방)

「태울 수없는 쓰레기'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스프레이 캔은 내용물을다 구멍을
뚫어주십시오.

・일회용 라이터는 가스를다사용하십시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쓰레기로

배출 할 수 없습니다.

자원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 용기 포장）

용기 리사이클 법에 기재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
기를 회수합니다.

・상품이 보관되어 있던 플라스틱 용기.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

“자원 플라스틱 ‘은 자원의 플라스틱 회수 봉투에 넣어주세요.
(보라색 가방)

【규칙】
・물로 씻어에서 회수 봉투에 넣는다.

【주의】
・이 회수 봉투에 「태울 수있는 쓰레기」와「태울

수없는 쓰레기'는 넣을 수 없습니다.
・PET 병은 회수 봉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자원 플라스틱 회수 봉투의 구입에는 티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二重袋禁止

지정된 봉투에 들어 가지 않는 쓰레기는 「대형 폐기물」입니다.
대형 폐기물은 "클린 센터 야오토메"에 직접 지참하십시오.
그러나 이불, 카펫, 매트리스 (스프링 없음) 대량의 낙엽, 나뭇 가지 등을 카미이나 클린 센터에
지참하십시오.

쓰레기의무게에따라처리수수료가부과됩니다.

가미이나 클린 센터
396-0621 나가노현 이나시 도미가타 3790

TEL：0265-98-8337 8：30～16：30

영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연말 연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클린 센터 야오토메

태울수없는쓰레기,조대쓰레기

396-0621
나가노 현 가미이나 군 미노와 마치 中箕輪 3819
TEL : 0265-79-8773 8 : 30 ~ 15 : 30
영업 :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만, 제 1 일요일 제 3 일요일은 해당합니다.
연말 연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태울수있는쓰레기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있는 것

【음식물 쓰레기】 【더러운 종이 등】 【천류】

【목조 항목】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마크가없는 플라스틱.

그러나 더러운 것은 태우는 쓰레기입니다.

【비닐 아이템】
【고무 제품】

※긴 것은 50 cm 
길이로 자른다.

【가죽】

【알루미늄 호일 제품】
【그 외】

일회용카이로

아이스팩

더러운스티로폼

전자 담배, 모바일 배터리, 건전지는
"소형 가전 회수 박스"에 넣지 마십시오.

[중요]
배터리와 배터리를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십시오.
또한 수은 제품을 불연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십시오.
전지가 장착 된 가전 제품을 태우지 않는 쓰레기로 버리지 마십시오.
건전지 ⇒ 연 2 회 회수합니다.
배터리 내장 가전 제품
⇒ 시청 "소형 가전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또는 민간 기업에 처리를 의뢰하십시오.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있는 것

【금속】

【유리, 거울, 전구】

われもの

★구멍 때는 부상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을 조심하십시오.

【스프레이 캔 · 카세트 식 가스통】

【도자기】

【금속과 천이나 플라스틱의 혼합물】
금속을 포함하는 것은 "비 점화 폐기물"입니다.

【일회용 라이터】

◆배터리 및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수집 대상

플라스틱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자원 플라스틱을 재활
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

컵, 랩, 쇼핑 가방, 병 컨테이너 리필 가방, 포장재, 완충재 (스티로폼, 에어 시트 등), 
PET 병 뚜껑과 라벨, 약 판지 등

[더블 가방 금지]
수집 봉투에 직접 넣어주세요.
쇼핑 가방에 넣은 채로 컬렉션 가방에 넣지 마십시오.

【더블가방금지】

二重袋禁止

이나시
（韓国）

음식물 쓰레기/종이 쓰레기/의류/목제품/기저귀/프라스틱 제품/
CD・DVD/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비닐 제품/
고무 제품/가죽제품/알루미늄 호일

※깨진유리등은종이또는천으로감쌉니다.
다음 "깨지기쉬운물건」라고 씁니다.

二重袋禁止

요금 ：20㎏까지 400엔. 
20㎏을 넘었을 경우
10㎏ 증가할 때마다, 200엔을 추가.

요금 ：20㎏까지 400엔. 
20㎏을 넘었을 경우
10㎏ 증가할 때마다, 200엔을 추가.



이들은 수거 일 아침, 수집 장소에 버려주십시오.

낡다종이류

・종이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끈으로 열 십자에 묶어주세요.
・종이를 묶는 데 접착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팅 된 종이는 태울 수있는

쓰레기.
・더러운 종이는 태울 수있는 쓰레기.

1 골판지 2 신문・전단지

티슈상자、과자의빈상자、
달력（금속은, 제거해주세요. 
）카본지 등

4 기타 종이

3
잡지・책자노트

유리병

1 맥주병、
일본 술의 1.8 리터 유리병 2 색이투명한병 3 색이갈색병 1-3 이외의색의유리병

・병 뚜껑을 제거하고 물로 씻는다.
・유리 병은 수거 일 아침 정해진 컨테이너에 넣어주세요.
・유리 병의 종류를 섞어 안됩니다.
●다음 유리 병은 「태울 수없는 쓰레기 '입니다.

유리 잔,유리 식기,내열성 유리,깨진 유리 병,화장품 유리 병,도자기로 만든 병

캔류

・「스틸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나누어주십시오.  ・캔은 물로 씻는다.

●다음의 깡통은 「태울 수없는 쓰레기 '입니다.
스프레이 캔、카세트 봄베、페인트 캔、기계 오일 캔,
얼룩이 떨어지지 않는 캔

・뚜껑을 취한다.라벨을 벗겨 낸다.
・물로 씻는다.
・마크를 확인하십시오.이 마크는 자원 플라스틱입니다.

●다음 페트병은 「태울 수있는 쓰레기」입니다.
⇒ 먼지, 애완 동물 병,색깔있는 페트병.

패트병

다음의 것은 쓰레기로 배출 할 수 없습니다.

TV, 에어컨, 냉장고,세탁기 스프링을사용하고있는침대.소파가스실린더,소화기,소각재,보일러

자동차타이어,오토바이
배터리,자동차 부품

농기구,농약등

주사기,
주사 바늘

우유팩 씻어 말립니다.
건조 후 잘라 연다.
컬렉션은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주십시오.

플라스틱이나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있는것은「태울수있는쓰레기」
입니다.

폐식용유
・식용기름
・기름의얼룩을제거하십시오.
・기름을깨끗한페트병넣어수거장소에
낸다.

기계 오일을 배출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태울 수없는 쓰레기 와자원 플라스틱 는, 쓰레기 수집 캘린더로

수집일을 확인해 주세요. 
・태울 수있는 쓰레기 는, 빨간색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 주세요. 
・태울 수없는 쓰레기 는, 청색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 주세요. 
・자원 플라스틱 는, 보라색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 주세요.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 점착테이프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헌 종이류도) 
・쓰레기 봉투는, 가게에서 사 주세요.그러나,태울 수있는 쓰레기 와

태울 수없는 쓰레기 의 쓰레기 봉투를 살 때에는, 쓰레기 봉투 구입
티켓이 필요합니다.쓰레기 구입 티켓은, 시청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룰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쓰레기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숨겨져있는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습니다.참고

지정된 쓰레기 봉투 이외의 쓰레기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태울 것으로 태울 수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스테이션은 지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규칙에 따릅니다.

배터리를 내장 한 가전 제품은 태울 수없는 쓰레기에 포함 할 수 없습니다.

특히주의하십시오
전자담배및모바일배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