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제

◆쓰레기 버리는 법, 수거에 대해

직접◆  가져가서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

쓰레기는 수거일 아침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TEL 072-729-2371
FAX 072-729-7337

월~금(공휴일 포함)(연말연시 제외)

8:45～17:15

TEL 072-729-4280
FAX 072-728-3156

월~금(공휴일 포함)(연말연시 제외)

8:45～17:15

허가업자◆

긴키세이비(주) 　072-723-3226
코신상사(주) 　072-729-8755
슈로라이프(주) 　072-725-1668
마스다에세이(주) 　072-728-3980
미노오시 청소협의회 　072-728-0477
(상기허가업자 단체) 　10:00～16:00

・수거일 1쪽 ・빈 캔, 빈 병 7쪽 ・페트병 거점 회수 일람 13쪽
・가연성 쓰레기 2쪽 ・임시 수거 8쪽 ・지정 쓰레기봉투 등 판매 14쪽
・페트병 3쪽 ・동물 시체 9쪽 ・지정 쓰레기봉투 등 취급점 일람표 15쪽
・불연성 쓰레기 4쪽 ・가전 재활용 10쪽 ・지정 쓰레기봉투 등 취급점 일람표 16쪽
・위험 쓰레기 5쪽 ・컴퓨터 처리 11쪽 ・자원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 금지 17쪽
・대형 쓰레기 6쪽 ・처리곤란물, 배출금지물 12쪽 ・직접 가져가서 버리는 쓰레기 18쪽

가연성 쓰레기 매주　　 주 2회

페트병・불연성 쓰레기
위험 쓰레기・대형 쓰레기

매월 월 2회

빈 캔・빈 병 매월 월 2회

환경정비실

접
수

환경 클린센터

접
수

시가 쓰레기 수거, 운반을 허가한 민간업자입니다.　(오십음순)

미노오시 가정 쓰레기 버리는 법

당신 지역의 수집일  

문의처 일람 

・ 　요일

・
　요일

・공휴일은, 평소대로 수집합니다 .

・연말연시는, 특별스케줄이므로, 모미지다요리 12월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

・지정 장소에 버려 주십시오   .

　（버리는 장소를 모르시는 경우는   , 환경정비실에 문의 바랍니다  .)

※맨션 등의 임대업자  (건물주, 관리자 등 )는 입주자에게 쓰레기 분별법   , 버리는 법 등을 잘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요일

＜보존판 쓰레기 가이드  ＞

가 연 성 캔 페 트 병

쓰 레 기 병 불 연 성 ,위 험 쓰 레 기

수 거 일 수 거 일 대 형 쓰 레 기  수 거 일

A-1
제 1화 요 일

제 3화 요 일

A-2
제 1금 요 일

제 3금 요 일

A-3
제 2화 요 일

제 4화 요 일

하 쿠 시 마 , 이 시 마 루 , 니 시 주 쿠 A-4

제 2수 요 일

제 4수 요 일

A-5
제 2금 요 일

제 4금 요 일

B-1
제 1월 요 일

제 3월 요 일

미 노 오 , 미 노 오 코 엔 B-2
온 센 마 치 , 니 시 쇼 지 제 1수 요 일

제 3수 요 일

B-3
제 1목 요 일

제 3목 요 일

B-4
제 2월 요 일

제 4월 요 일

B-5
제 2목 요 일

제 4목 요 일

※버 리 는  법 을  지 켜  수 거 일  아 침  9시 까 지  버 려  주 십 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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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쿠 라 쿠 소 , 마 키 오 치 , 이 나

수 거 일  지 구 별  일 람
페 트 병 , 불 연 성  쓰 레 기 , 위 험  쓰 레 기 , 대 형  쓰 레

기 는 아 래 와  같 이  같 은  날 에  수 거 합 니 다 .

수 거  지 구

세 가 와 , 한 조

사 쿠 라 이 , 사 쿠 라

사 쿠 라 가 오 카 , 니 이 나

※각  지 구  수 거 일 은  매 월  같 습 니 다 . 수 거 일 은  요 일 로  기 억 해  주 십 시 오 .　(1월  제 외 )

오 노 하 라 히 가 시 , 신 마 치 나 카 , 신 마 치 키 타 , 신 마 치 미 나 미 , 신
마 치 니 시 , 가 미 토 도 로 미 , 시 모 토 도 로 미

이 마 미 야 , 센 바 히 가 시 , 오 노 하 라 니 시

게 인 , 아 오 게 인 , 아 오 신 케 , 사 이 토 아 오 키 타 , 사 이 토 아 오 미 나
미

뇨 이 다 니 , 보 시 마 , 가 야 노 , 센 바 니 시

아 오 마 타 니 니 시 , 아 오 마 타 니 히 가 시 , 오 아 자 아 오 키 타 니

- 1 -



용량 매수 가격

20L 10장 418엔
30L 10장 628엔

일부라도※  금속, 유리, 도기가 포함된 경우는 '불연성 쓰레기'로 버려 주십시오.

・시에서 지정한 '가연성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봉투 입구는 십자 모양으로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②나무, 가지, 밑동, 대나무, 덩굴 등】

신문● , 잡지, 종이상자 등

재활용 추진에 협력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정 쓰레기봉투 등 배부, 유료판매'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가연성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

쓰레기는※  오전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가연성 소재로 되어있는 것으로 시에서 지정한 '가연성 쓰레기 전용 봉투'에 들어가는 것

수분을 잘 말리거나, 부피가 큰 것은 작게 만드는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해 조금만 생각하시면 무료로 배부
하는 '지정 쓰레기봉투' 몇 장으로 충분히 버리실 수 있습니다.

・수거일 당 양의 제한은 없지만, 이사, 대청소, 이벤트 등으로 일상생활의 범위를 넘는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릴 때에는 '임시 수거'를 신청
해 주십시오.

풀● , 낙엽, 나뭇가지 등
풀【① , 낙엽, 작은 나뭇가지 등】

지정봉투　  이외의 40L이하의 투명한 봉투에 버리실 수 있습니다.
봉투　　（  입구는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직경　  7cm 이하, 장변 50cm 이하로 잘라 운반할 수 있는 무게로 끈으로 묶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가연성 소재로 된 끈을 사용해 주십시오)

수거일※  당 ①② 합쳐 10개 까지 버리실 수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가연성 쓰레기로 버리셔도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로 버리실 수 있지만,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집단 회수를 실시하는 지
역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협력 바랍니다.

집단 회수에 대한 문의는
환경정비실 전화：  (072-729-2371)

・무료 배부 할당량을 넘는 가연성 쓰레기를 버리실 때에는 유료로 구입해 주십시오.
 (미노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입하셔야 합니다.)
・전용봉투는, '미노오시 지정 쓰레기봉투 등 취급점'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가연성 쓰레기 （주 2회）

버리는 법 

다른 쓰레기를 넣지 않는다   

가연성 쓰레기 전용봉투  

예　음식물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천, 가죽, 나무, 고무 등으로 된 것   

묶어서 버린다 

원칙 무료

재활용 마크가 없는 페트병   페트병 뚜껑 , 라벨 비닐봉지 CD (DVD)

신발

비닐봉투

컵라면 용기 스티로폼 샴푸 용기 
음식물 쓰레기 종이 기저귀 낙엽, 나뭇가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도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신문, 잡지, 종이상자 등은  

지역 집단회수 혹은 시의   

캐러밴 회수 에 버려 주십시오  

신문지, 잡지 우유팩 종이상자 의류

２



쓰레기는　※  오전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서●  정한 '페트병 식별 표시 마크'가 있는 것

・빗물이 고이지 않는 '바구니'를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금속 등 소재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페트병 거점 회수 일람을 읽어 주십시오.

PET수지를 사용한 병이어도 재활용 대상품 이외의 것은 기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으로 구분되어 페트병 재활용마크가 없습니다.

・페트병 재활용마크가 없는 것
・내용물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는 것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페트병(월 2회)

버리는 법 

슈퍼 등 점포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회수 상자에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

　페트병 재활용마크가 있는 페트병   

회수할 수 없는 것   

청량음료

왼쪽 마크가 붙은 주스나 술, 조미료 등
의 식료, 음료용 페트병

병에 든 커피, 유음료, 식초 논오일드
레싱 등

주류
간장가공품 (멘쓰유 등),  간장 

미림 등

뚜껑과 라벨을 뗀
다

씻는다

뚜껑과  라벨은 가연성 쓰레
기로

바구니형 용기에 

넣는다

봉지에 넣지  말고,  ‘바구니형 용기 에’  직접 넣
어서 버려 주세요

많을 때에는 구겨주셔
도 OK

가운데를 밝으면 구기
기 쉬워요!

안약 등의 용기 세제, 화장품 등의 용기 식용유, 소스 등의 용기

가 없는 페트병은 수거할 수 없     

습니다.

３



용량 매수 가격

20L 5장 524엔
30L 5장 786엔

아래●  쓰레기는 '불연성 쓰레기' 버리는 날에 버리실 수 없습니다.

・가전 재활용 대상품　　※'가전 재활용 대상품'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컴퓨터 재활용 대상품　　※'컴퓨터'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처리곤란물　　※'통상적인 수거일에 버릴 수 없는 쓰레기(처리곤란물)'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배출금지물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배출금지물)'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아래 쓰레기는 처리곤란물입니다.
수집을●  희망하시는 경우 환경정비실(072-729-2371)로 연락주십시오.

・스프링 매트리스
・폐타이어
・배기량 50cc이하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소화기(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에 한함)
・흙모래, 콘크리트블록, 벽돌(각각 20L까지)
・장변이 3m를 넘는 것(운반할 수 있는 것에 한함)

【1장째부터 유료로 구입해 주십시오】

・전용봉투는 '미노오시 지정 쓰레기봉투 등 취급점'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정 쓰레기봉투 등 배부, 유료판매'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 가격】

자세한●  내용은 '임시수집'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이사, 대청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대량 발생한 경우.

・처리곤란물을 버리실 때. ※'통상적인 수거일에 버릴 수 없는 쓰레기(처리곤란물)'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1회 배출량제한을 넘은 개수의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경우.

쓰레기는※  오전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금속● , 유리, 도기가 포함된 것으로 시에서 지정한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에 들어가는 것

・시에서 지정한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주십시오.(수집일 당 2개까지 버리실 수 있습니다)
(봉투에서 쓰레기가 빠져나와 있는 경우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접거나 꺾거나 해체하는 등 빠져나오지 않도록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봉투 입구는 십자모양으로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유리나 뾰족한 것은 종이로 잘 감싼 다음 봉투에 넣어 봉투에 인쇄된 '위험물' 글자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불연성 쓰레기 월     2회

버리는 법 

도기, 유리류, 금속제품, 전구, 화장품 등 식품 이외의 빈 병     , 과자 캔 등 큰 빈 캔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  

　다음의 경우 임시수집을 신청해 주십시오     (유료)

냄비 접이식 우산
유리컵, 도기 휴대전화

전구 라디오 카세트 면도기 화장품 병 금속, 유리, 도기가 포함된 쓰레기

４



단추형　　　  전지는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오전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카세트식 가스봄베 , 스프레이캔의 구멍 으로 인한 화재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구멍을 뚫지     

않아도 버릴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위험 쓰레기  (월 2회)

버리는 법 

형광등, 건전지, 체온계(수은)

라이터, 카세트식 가스봄베 , 스프레이캔

절대 봉투에 담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

형광등 건전지, 체온계 라이터
카세트식 가스봄베 

스프레이캔

불연성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작        

업원이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집차에 투입되어 차량 화        

재의 원인이 됩니다  .

카세트식 가스봄베 , 스프레이캔은 절대 봉투에 담지 말고     '바

구니형 용기 '에 직접 넣어 버려 주십시오    .

깨지지  않도록, 

새로 산  상품의  포장이나 신문
지  등으로  싸서  버려 주세요

투명한 봉지에 넣어 버려 주투명한 봉지에 넣어 버려 주 바구니형 용기에 직접 넣어    

페트병을 넣은※   ‘바구니형 용기 ’

와 다른  ‘바구니형 용기 ’에 넣어  

주세요

구멍을 

내지 않는다 

전부 

사용하지 

않아도 OK

‘바구니형 용기’

에 직접 넣어 버

반드시

반드시 다른 봉지에 넣어 버려 주세요     

바구니형 용기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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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긴 부분(장변) 길이를 재어 주십시오.

・품목 하나 당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붙여 주십시오.               수거일 당 1개 버리실 수 있습니다.

1.5m 이하인 경우 1장

1.5m 초과 3m 이하인 경우 2장

・석유난로, 석유팬히터는 등유를 빼거나 모두 사용한 후 건전지를 반드시 제거한다.
(화재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아래●  쓰레기는 '대형쓰레기' 버리는 날에는 버리실 수 없습니다.
・가전 재활용 대상품　　※'가전 재활용 대상품'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컴퓨터 재활용 대상품　　※'컴퓨터'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처리곤란물　　※'통상적인 수거일에 버릴 수 없는 쓰레기(처리곤란물)'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배출금지물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배출금지물)'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아래 쓰레기는 처리곤란물입니다.
수거를●  희망하시는 경우 환경정비실(072-729-2371)로 연락주십시오.

・1장째부터 유료로 구입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정 쓰레기봉투 등 배부, 유료판매'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임시 수거'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이사, 대청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대량 발생한 경우.

・처리곤란물을 버리실 때. ※'통상적인 수거일에 버릴 수 없는 쓰레기(처리곤란물)'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1회 배출량제한을 넘은 개수의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경우.

쓰레기는※  오전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시에서●  지정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로, 장변 3m 이하의 운반할 수 있는 것

장변(가장 긴 부분)이

처리권을 붙이기 힘든 이불 등은 처리권을 끈에 붙
여 주십시오.

스프링 매트리스, 폐타이어, 배기량 50cc 이하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소화기(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에 한함), 흙모래, 콘크리트블록, 벽돌(각각 20L까지), 

장변이 3m를 넘는 것(운반할 수 있는 것에 한함)

대형쓰레기 처리권
1장 314엔
세금 포함

・수거작업원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직접 붙여 주십시오.

・처리권 반권은 수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 주십시오.

・구입하신 후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손이나 분실 등의 경우에도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처리권은 '미노오시 지정 쓰레기봉투 등 취급점' 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월 2회)

버리는 법 

대형쓰레기 처리권은 ...

예 서랍장 , 테이블, 의자, 카펫, 이불, 자전거 등 

（장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 수집을 신청해 주십시오       (유료)

장변이 1.5m 초과인 경우 처리  

권 2장
   （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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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캔이나 카세트식 가스봄베 등은 '위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오전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빈●  캔 중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내용물은 남기지 않고 가볍게 물로 헹궈 주십시오. 
(내용물이 남아 있으면 수거할 수 없습니다)

・봉투에 넣지 말고 '바구니형 용기'에 직접 캔만 넣어 주십시오.     '바구니형 용기'에 직접 빈 캔만 넣어 주세요.

・빗물이 고이지 않는 '바구니'를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금속 등, 소재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폭, 두께가 15cm/길이 20cm를 넘는 캔은 선별기계가 막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불연성 쓰레기로 버려 주십시오)
규정※  이상으로 큰 캔을 버려서 그대로 처리 라인에 들어가 버리면 처리기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료, 음료용 이외의 빈 캔 등은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오전 9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빈●  병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내용물은 남기지 않고 가볍게 물로 헹궈 주십시오. 
(내용물이 남아 있으면 수거할 수 없습니다)

・봉투에 넣지 말고 '바구니형 용기'에 직접 병만 넣어 주십시오.   '바구니형 용기'에 직접 빈 병만 넣어 주세요.

・빗물이 고이지 않는 '바구니'를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금속 등, 소재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식료, 음료용 이외의 병(약병 등)이나 컵, 유리제품 등은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병(맥주병, 니혼슈 병 등)은 판매점으로.

빈 병  (월 2회)

주스, 조미료 등의 식료  , 음료용 병 

버리는 법 

회수할 수 없는 것   

빈 캔  (월 2회)

폭과 두께가  15cm 이하, 길이 20cm 이하인 캔 

버리는 법 

회수할 수 없는 것   

통조림 통　　　　　알루미늄 캔이나 철 
　　　　　　　　　　　캔 (20㎝ 이하）

우유병, 맥주병, 1.8L
유리병   등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병은   , 판매

점에 반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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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실에 전화로 예약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접수...월요일~금요일(연말연시 제외) 8:45~17:15
・수거 희망일의 1주일 전까지 예약해 주십시오.

      (시기에 따라 날짜를 맞춰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 시간은 오전, 오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양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은○  수거 시 현금으로 수거작업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요금… 1 당㎥  2,520엔
대형쓰레기※  처리권, 시지정 전용봉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거할 때 직접 오셔야 합니다. (대리인 가능)

・지정봉투나 처리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남아있는 것은 수거작업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허가 업자에게 수거를 의뢰해 주십시오.

긴키세이비 주식회사 미노오시 한조4-3-44 Tel072-723-3226
코신상사 주식회사 미노오시 이시마루2-5-13 Tel072-729-8755
주식회사 슈로라이프 미노오시 이시마루2-6-31 Tel072-725-1668
마스다에세이 주식회사 미노오시 니시주쿠1-1-10-201 Tel072-728-3980
[상기 허가업자 단체대표연락처] 미노오시 청소협의회 Tel072-728-0477
・월요일~금요일(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9:00~16:00
・요금 등 자세한 내용은 허가업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가연성 쓰레기 등을 버리는 배출장소나 2톤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까지 가져와 주십시오. 
    (수거작업원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정봉투나 처리권을 사용하거나 부착해도 임시 수거 요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임시 수거  (신청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 수집을 신청해 주십      

시오.

　이사, 대청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

1회 배출량 제한을 넘는 개수의 쓰레기를 한번에 처리하고 싶다        .

　※배출량 제한 

　　・불연성 쓰레기 (1회당 봉투  2개까지)

　　・대형 쓰레기 (1회당 1개까지)

　　・풀, 낙엽, 나뭇가지 등 (1회 당  10개까지)

　'처리곤란물'을 처리하고 싶다  .

　일람은 '처리곤란물' 페이지를 읽어 주십시오  .

임시 수거 요금  

신청 전화번호     　072-729-2371

신청 방법 

당일 주의하실 점  

직접 오실 수 없거나 집에서 가져갈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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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거를 희망하시는 경우 환경정비실(072-729-2371)에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접수 월… ~금요일(연말연시 제외) 8:45~17:15
　 ・요금…1마리 당 2,100엔
　　
(2) 환경클린센터에 직접 가져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접수 월… ~금요일(연말연시 제외)
　・요금…1마리 당 1,050엔
　　
화장※  후 골분이 필요하신 분은 사체를 전해주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1마리씩 소각하거나, 애완동물의 장례식, 가족 분들이 직접 유골을 납골함에 넣는 등의 의식은 불가능합니다.
　

・환경정비실(072-729-2371)에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

　야생개, 길고양이등이 죽어 있는 경우

동물 사체 

환경클린센터에서는 동물 사체를 다른 쓰레기와 별도로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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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엔
3,670엔
5,240엔

2,100엔
2,100엔
3,150엔

에어컨, 텔레비전(브라운관식, 액정식, 플라스마식),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각※  제조 회사의 재활용 요금에 대해서는 (재)가전제품협회 가전재활용권센터에

(재)가전제품협회 가전재활용권센터(0120-319640) http://www.rkc.aeha.or.jp/text/p_price.html

・파기할 대상품의 구입점, 또는 새로운 상품을 구입할 가게에 수거를 의뢰한다
・재활용요금과 수거, 운반요금이 필요합니다. 요금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점포에 문의해 주십시오.

우체국에서 '가전재활용권'을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재활용요금을 지불한다.
제조※  회사명, 화면 크기, 용량 등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제조※  회사명, 규격(화면 크기, 용량 등)을 확인하신 후 외출해 주십시오.

대상품에 '가전재활용권'을 붙인다.
종이※  뒷장을 벗겨 지정부분에 붙여 주십시오.

아래 지정인수장소에 직접 가져간다.
・사가와큐빈(주) 센리점 072-641-5000
・일본통운(주) 오사카지점 도요나가창고 06-6862-1423

긴키세이비 주식회사 미노오시 한조4-3-44 Tel072-723-3226
코신상사 주식회사 미노오시 이시마루2-5-13 Tel072-729-8755
주식회사 슈로라이프 미노오시 이시마루2-6-31 Tel072-725-1668
마스다에세이 주식회사 미노오시 니시주쿠1-1-10-201 Tel072-728-3980
[상기 허가업자 단체대표연락처] 미노오시청소협의회 Tel072-728-0477
・월요일부터 금요일(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10:00~16:00
・재활용요금과 수거, 운반요금이 필요합니다. 요금 등 자세한 내용은 허가업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우체국에서 '가전재활용권'을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재활용요금을 지불한다.
제조※  회사명, 화면 크기, 용량 등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제조※  회사명, 규격(화면 크기, 용량 등)을 확인하신 후 외출해 주십시오.

대상품에 '가전재활용권'을 붙인다.
종이※  뒷장을 벗겨 지정부분에 붙여 주십시오.

시에 전화하여 임시 수거를 신청한다.
수거를 희망하시는 경우 환경정비실(072-729-2371)에

     별도수수료
에어컨　 , 텔레비전(브라운관식, 액정식, 플라스마식), 세탁기, 의류건조기
냉장고　 , 냉동고(250L 이하)
냉장고　 , 냉동고(250L 이상)

우체국에서 '가전재활용권'을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재활용요금을 지불한다.
제조※  회사명, 화면 크기, 용량 등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제조※  회사명, 규격(화면 크기, 용량 등)을 확인하신 후 외출해 주십시오.

대상품에 '가전재활용권'을 붙인다.
종이※  뒷장을 벗겨 지정부분에 붙여 주십시오.

환경클린센터에 직접 가져간다.
월~금요일(연말연시 제외) 9:00~17:00

     별도수수료
에어컨　 , 텔레비전(브라운관식, 액정식, 플라스마식), 세탁기, 의류건조기
냉장고　 , 냉동고(250L 이하)
냉장고　 , 냉동고(250L 이상)

다음 5가지 방법 중 선택해 주십시오.

가전 재활용법 대상품  

① 구입한 점포를 알고 제품을 새로 사는 경우      

② '지정인수장소'에 직접 가져간다  　　※재활용요금만 필요합니다 .

③ 아래 허가업자에 의뢰한다   (별도 재활용요금 , 회수요금이 필요합니다  .)

④ 시에 임시 수거를 신청한다    (별도 재활용요금,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⑤ 클린센터에 가져간다 (별도 재활용요금,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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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불필요한 컴퓨터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따라 각 제조회사가 회수, 재활용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노트북 컴퓨터, 
액정디스플레이, CRT디스플레이,
액정디스플레이 일체형 컴퓨터, CRT디스플레이 일체형 컴퓨터

제조 회사에 회수를 신청해 주십시오.

PC재활용마크가 있는 컴퓨터(2003년 10월 이후에 판매된 제품) 노트북에 회수, 재활용 요금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요금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린터 등 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PDA, 취급설명서나 매뉴얼, CD-ROM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컴퓨터 3R추진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3R추진협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pc3r.jp/
 전화번호   03-5282-7685

①재활용 마크가 없는 경우   

②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경우   

처분 방법

‘PC재활용 마크 ’가 있  

  는지 확인합니다 

제조 회사명이나 재활용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에 전화하여 회수를 신청한다

회사로부터 지로용지를 받는다

금융기관에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한다

회사로부터 ‘에코 유팩 전표’를 받는다

컴퓨터를 근처 우체국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체국 집하를 의뢰한다
  (집하 접수 무료 전화 0800-0800-111)

제조 회사명이나 재활용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에 전화하여 회수를 신청한다

회사로부터 ‘에코 유팩 전표’를 받는다

컴퓨터를 근처 우체국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체국 집하를 의뢰한다
  (집하 접수 무료 전화 0800-0800-111)

회수할 수 있는 제조 회사가 없는 컴퓨터      (조립 컴퓨터 , 도산하거나 사업이 정리된 회사의 컴퓨터 등     )는, 아래 컴퓨터  3R추진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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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곤란해서 통상적인 수거일에 버릴 수 없는 쓰레기

환경클린센터에※  직접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프링 매트리스

・폐타이어                스프링 매트리스 폐타이어 50cc이하 오토바이

・배기량 50cc이하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소화기(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에 한함)

・흙모래, 콘크리트블록, 벽돌(각각 20L까지)

자동차부품 소화기

시에서 취급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금지 이유 배출금지품 처리방법

독성물질을 포함하는 것 독극물, 농약, 그 외 유사한 것 구입점, 판매점, 제조회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심한 악취가 나는 것
가연성 쓰레기 전용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토사물, 동물의 변, 
그 외 유사한 것

변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흘려보내고, 흘려보낼 수 없
는 것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잘 감싸서 가연성 쓰레기 전용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고압가스(프로판 가스 등)를 담는 용기

・석유, 등유, 휘발유 등 유지류

・위험 방지가 되어있지 않은 날카로운 가위 혹은 칼 등, 유리
파편, 그 외 유사한 것

종이 등으로 감싸서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의 '위험
물' 글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버려 주십시오.

특별관리 일반폐기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 중 감염성의 것, 그 외 유사한 것 처방 받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20L를 넘는 흙모래, 콘크리트블록, 벽돌

・배기량 50cc 이상의 오토바이

・금고(휴대용 금고 제외)

・피아노

자세한＊  내용은 환경클린센터(072-729-4280)에 문의해 주십시오.

구입점, 판매점, 제소회사 등에 처리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처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쓰레기

아래 쓰레기는 '임시 수거'를 신청해 주십시오.

・장변이 3m를 넘는 것(운반할 수 있는 것에 한함) 흙모래, 콘크리트블록, 벽돌
(각각 20L까지)

자세한＊  내용은 환경클린센터(072-729-4280)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래 쓰레기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환경클린센터에 직접 가져오실 수도 없습니다.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것

구입점, 판매점, 제조회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그 외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것 구입점, 판매점, 제조회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허가업자(시가 쓰레기 수거, 운반을 허가한 업자)에게 처분을 의뢰해 주십시오.
(연락처는 이 책자의 표지에 기재)

・미노오시 밖에서 발생한 쓰레기
・산업폐기물(사업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 중 법령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 일람표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city.minoh.lg.jp/shigen/07_jigyoukei/03_sanpai_list.html )

처리곤란물

배출금지물

법령으로 금지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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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수거점 주소 (종별)

아오마타니니시 마루야스 미노오점 아오마타니니시3-13-1 ●

슈퍼 코노미야 아오마타니니시2-6-3 ●

아오마타니히가시 식품관 아프로 미노오점 아오마타니히가시1-34-5 ●

이시마루 맥스밸류 미노오게인점 이시마루2-10-70 ●

이나 라이프 미노오점 이나1-10-13-2 ●

사쿠라 식빈공방 기타노야 미노오점 사쿠라5-13-11 ●

사쿠라이 구루메시티 사쿠라이점 사쿠라이2-9-33 ●

니시주쿠 이온 미노오점 니시주쿠1-15-30 ●

한조 프레스코 사쿠라이점 한조3-15-10 ●

미노오 이카리 슈퍼마켓 미노오점 미노오6-5-16 ●

센도칸 코요 미노오점 미노오6-5-21 ●

미노오시 페트병 상설회수거점 일람표

협력점포●：  등(점포 등의 협력으로 점포 앞에 회수 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포※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거점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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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류별 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원칙 무료'

  불연성■  쓰레기 유료

불연성쓰레기봉투는　  1장째부터 유료입니다.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주십시오.)

  대형쓰레기■ 　유료

대형쓰레기는　  1개째부터 유료입니다.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해 주십시오.)

자원　■  쓰레기 무료

　 재활용 촉진을 위해 무료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위험쓰레기　■   무료

　 수거 안전확보를 위해 무료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지정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류 용량 판매단위 판매가격

20L 봉투 10장  1세트 418엔
30L 봉투 10장  1세트 628엔
20L 봉투 　5장  1세트 524엔
30L 봉투     5장  1세트 786엔

대형쓰레기 처리권 - 1장 314엔

재활용　  가능한 것, 위험물은 버리는 방법을 지켜주시면 무료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가연성 쓰레기 원칙무료/일부유료제는, 일정 이상의 쓰레기 배출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설정함으로써 쓰레기 감
량 의식을 높이는 '경제적 수법'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려도 공짜'인 것보다도, '줄이면 절약 가능'인 쪽이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평합니다.

쓰레기　  감량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하고,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쓰레기 감량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수법 도입에 의한 쓰레기 감량 효과

미노오시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의식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공평부담을 목표로 가정쓰레기 처리를 일부 유료화 하
고 있습니다.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매년 세대 인원수에 따라 일정 매수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 유료로 구입해 주십시오.

   3세 이하의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신체장애자 수첩 1, 2급의 분 등, 종이기저귀를 버리셔야 하는 세대에는  무료배
   부 매수를 가산합니다.

가연성쓰레기 전용봉투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

지정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봉투 및 쓰레기처리권 원가에,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절반 정도)가 가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버리는 양에 따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평성을 갖고, 쓰레기 처리에는 돈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여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03년도 제도개정 이후, 시내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10년 경과한 2013년도에 있어서 2003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1.6%의 감량이 실현되어, 리바운드도 없습니다. 시민의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쓰레기 감량 의식을 높인 것은 물론 확실하게
쓰레기 감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정 쓰레기봉투 등 배부   , 유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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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점명 주소 전화번호

아 아오게인 드럭스토어 마루겐 미노오히가시점 아오게인1-20-3 726-1373
서클케이 아오게인점 아오게인2-17-6 727-5630

아오신케 히마와리약국 아오신케3-5-18 734-8551
스기약국 미노오오노하라점 아오신케4-1-14 734-7961
식품관 아프로 미노오점 아오마타니히가시1-34-5 726-7705
미용실 아도반 아오마타니히가시5-30-8 728-3426
오사카대학 생활협동조합 미노오점 아오마타니히가시8-1-1 730-2743
노구치 주점 아오마타니니시2-6-2-102 729-2001
고노미야 미노오점 아오마타니니시2-6-3 728-0561
기린도약국 아오마타니점 아오마타니니시3-10-30 749-3580
마루야스 미노오점 아오마타니니시3-13-1 730-2900
야마시로야 상점 아오마타니니시6-5-7 728-1260

이 이시마루 홈센터 코난 미노오이마미야점 이시마루1-3-6 749-5011
테라니시 주점 이시마루1-30-2 729-6520
맥스밸류 미노오게인점 이시마루2-10-70 730-0610

이나 (주)해피니스 이나1-5-31 722-8980
라이프 미노오점 이나1-10-13 725-0131
이나 미곡점 이나3-3-6 721-3001
하마다 상점 이나4-2-31 729-8408

이마미야 로손 미노오이마미야3초메점 이마미야3-19-28 726-3308
세븐일레븐 미노오이마미야4초메점 이마미야4-10-48 730-8660
드럭스토어 서버 미노오이마미야점 이마미야4-10-54 749-3131

오 호소카와 미곡점 오노하라히가시2-1-39 729-2666
로손 오노하라히가시점 오노하라히가시3-9-29 729-8655
간사이 슈퍼마켓 오노하라점 오노하라히가시5-1-1 728-1821
패밀리마트 미노오오노하라히가시점 오노하라히가시5-8-12 749-4115
웰시아 미노오오노하라히가시점 오노하라히가시6-1-30 749-1885
고요 오노하라점 오노하라히가시6-2-7 729-5040
패밀리마트 미노오오노하라니시점 오노하라니시6-1-7 749-0121
웰시아 미노오오노하라니시점 오노하라니시6-2-3 749-5210
라이포트 오노하라점 오노하라니시6-12-17 726-9191

가 가야노 (주)하시모토 가야노2-2-27 723-3232
홈센터 코난 미노오카야노점 가야노5-5-8 726-5192

사 사쿠라 선드럭 미노오 사쿠라점 사쿠라1-7-6 720-7291
하라다 주점 사쿠라5-1-7 722-3920
식빈공방 기타노야 미노오점 사쿠라5-13-11 725-5600

사쿠라이 데일리야마자키 미노오사쿠라이점 사쿠라이2-1-20 721-2015
하타나카 상점 사쿠라이2-7-10 723-3221
다이에 사쿠라이에키마에점 사쿠라이2-9-33 723-9211
숍 소요카제노이에 사쿠라이3-8-2-103 722-6161
(유)스에다 상점 사쿠라가오카1-4-24 722-3201
오카다 미곡점 사쿠라가오카1-7-39 721-5074
스가와라 상점 사쿠라가오카1-12-40 723-1155
(주)피콕 스토어 미노오사쿠라가오카점 사쿠라가오카3-14-16 724-2700
코프미노오 사쿠라가오카5-6-6 721-2025
패밀리마트 사이토아오미나미점 사이토아오미나미2-12-1 749-3385
(주)아야하디오 미노오사이토점 사이토아오미나미2-12-8 749-5201
디스카운트 드럭 코스모스 사이토점 사이토아오미나미2-13-9 749-2017

16쪽에 이어짐

미노오시 지정쓰레기봉투 등 취급점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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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마타니히

가시

아오마타니니

시

오노하라

히가시

오노하라

니시

사쿠라가오카

사이토아오미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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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점명 주소 전화번호

시 시모토도로미 세븐일레븐 미노오 신마치미나미점 시모토도로미539-1 739-0006
데리하노사토 시모토도로미561 739-1186

신마치나카 패밀리마트 미노오신마치점 신마치나카1-1-43 733-3505
세 세가와 사회복지법인 아카쓰키 복지회 세가와3-3-21 722-3318

한큐 오아시스 미노오점 세가와5-1-1 720-7337
로손 세가와점 세가와5-2-3 723-9585

센바니시 코세이도약국 센바니시1-8-26-102 728-6757
스기약국 미노오센바점 센바니시2-12-4 734-7801
패밀리마트 미노오센바점 센바니시3-1-1 749-4323

센바히가시 세븐일레븐 미노오센바히가시점 센바히가시2-1-20 727-7750
한큐 오아시스 미노오센바점 센바히가시3-2-26 730-2685

니 니이나 유니컴 드럭 사쿠라가오카점 니이나7-17-17 720-6218
니시주쿠 이온 미노오점 니시주쿠1-15-30 726-0888

세븐일레븐 미노오니시주쿠2초메점 니시주쿠2-6-10 729-7111
니시쇼지 탄포포노와타게 니시쇼지1-5-5 725-6807

웰시아 미노오니시쇼지점 니시쇼지2-8-28 720-2320
다케모리 미곡점 니시쇼지3-10-8 721-3339
가도야차포 니시쇼지4-3-1 721-3350

뇨이다니 프레시푸드 기쿠야 뇨이다니2-8-32 722-3570
코프미니루미나스 미노오 뇨이다니4-6-19 724-8761

하 하쿠시마 패밀리마트 미노오하쿠시마점 하쿠시마2-29-19 720-7330
한조 사사키 미곡점 한조2-2-36 721-2644

프레스코 사쿠라이점 한조3-15-10 720-6811
히 햐쿠라쿠소 우라 미곡점 햐쿠라쿠소2-1-2 721-2861

(유)이마나카 햐쿠라쿠소4-1-5 722-2038
호 보시마 코프 미노오주오 보시마1-1-15 720-3021

선드럭 미노오점 보시마1-2-20 720-7501
기린도약국 보시마점 보시마1-2-50 725-6620
세븐일레븐 미노오보시마1초메점 보시마1-15-28 723-7311
마쓰이 상점 보시마3-18-1 721-7016
세븐일레븐 미노오보시마5초메점 보시마5-1-32 722-7211
홈센터 코난PRO미노오보시마점 보시마5-6-10 721-9957

마 로손 미노오마키오치3초메점 마키오치3-14-39 724-8850
돈키호테 미노오점 마키오치4-1-30 723-7576
재팬 미노오점 마키오치5-4-8 722-2711

미 미노오 우메하라 주점 미노오1-8-2 721-3232
(주)하나바타 상점 미노오2-1-5 721-3104
히가시다 주미곡점 미노오4-5-12 722-2036
그린&그린 미노오4-8-30 725-3455
세븐일레븐 미노오5초메점 미노오5-1-11 722-7611
가도노 미곡점 미노오5-1-29 722-5465
스미야마 미곡점 미노오5-1-43 721-3107
스에다 상점 미노오5-10-14 721-7005
데일리 야마자키 미노오에키마에점 미노오6-2-5 722-0130
미노오시 시루카이 미노오6-3-1-207 720-3000
드럭스토어 마루젠 미노오점 미노오6-5-11 725-1200
(주)이카리 슈퍼마켓 미노오점 미노오6-5-16 724-3190
센도칸 코요 미노오점 미노오6-5-21 720-5040

데일리 카나토이즈미야 이케다아사히가오카점 이케다시 아사히가오카1-4-1 072-760-1238

프렌드마트 사이토점 이바라키시 사이토아사기1-2-1 072-640-1440

한큐 오아시스 도키와다이점
도요노군 도요노초 히가시 도키와다이3-1-
2

072-738-2962

패밀리마트 사이토니시에키마에점 이바라키시 사이토야마부키1-1-46 072-640-1023

미노오시 지정쓰레기봉투 등 취급점 일람표(이어서)

소재지

*시외

※2017년 8월 현재　
점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취급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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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②

시나 시의 위탁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바구니형 용기 부착용 플레이트            쓰레기 집적장소 부착용 간판

자주활동 집단회수에 전달하는 경우

집단 회수 활동에 의해 모은 자금은 단체 본래의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중요한 것입니다. 무단 수거 행위는 이러한 소중한 자금을 빼앗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여러분의 집단 회수 활동을 지키겠습니
다.

재활용품의 무단 수거 행위를 한 자에게 시가 먼저 지도 혹은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도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네느 경찰ㄹ에 고발하
여 재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바구니형 용기에 배출된 빈 캔, 빈 병, 페트병. 집단 회수로써 배출된 폐지, 헌 옷 등.
자주적으로 회수하는 재활용품 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적으로 집단 회수를 실시하는 어린이회나 자치회에 전달된 것은 단체 활동 자금으로 활용해 주
십시오. 시내에는 단체 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빈 캔의 집단 회수를 하고 있는 어린이회나 자치회가 있습니
다.

공동주택 등 집적설비에 버리는 경우는 '무단 수거 금지'를 표시하는 간판
(시에서 준비합니다)을 집적설비에 게시하여 바구니형 용기 등에 버린다.

①이외의 장소에 바구니형 용기로 버리는 경우는 용기에 '무단 수거 금지'를 표
시하는 플레이트(시에서 준비)를 게시하여 버린다.

위 ①, 의②  경우 모두, 정해진 일시, 장소에 배출한다.

① 집단회수일에 집단회수품의 집적장소에 명시된 장소에 폐지, 헌 옷을 버린다.

집단회수일에②  버린 폐지, 헌 옷에 해당하는 집단 회수 단체명, 무단 수거 금지임을
명시하여 버린다.

집단 회수의 회수는 재생자원근대화협의회 이케다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단
지 등은 각 회수업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재활용품의 무단 수거는 금지입니다   

어린이회나 자치회 활동을 지킵니다   무단 수거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무단 수거가 금지된 재활용품   '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배출된 재활용품은 모두 시의 것이 되나요     ?

무단 수거가 금지되는 배출 방법    

빈 캔 , 빈 병 , 페트병의 경우 지역 집단 회수로 모으는 폐지    , 헌 옷의 경우  

위 배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버린 빈 캐 등의 재활용 쓰레기는 무단 수거 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집단회수일에 집단회수품의 집적장소임이 명시된 장소에 설치된 용기에 버       

린다.

배출용기에 배출 장소인 집단 회수 단체명     , 무단 수거 금지임을 명시하여    

버린다.

자주적인 활동에 의한 회수입니ㅏ   . 배출단체명, 판매(회수의뢰)업자명을 

넣는 등 소유권을 명시하고 무단 수거 금지 전단지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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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일반폐기물 수거운반

허가업자 연락처는 책자

표지에 기재

・산업폐기물은 시에서 수거운반/처분할 수 없으므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의뢰해 주십시오.

・사업소와 자택이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와 사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별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사업주는 신문, 상자를 폐지 회수업자에게 수거 의뢰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클린센터에 쓰레기를 가져가실 경우 아래 수용기준을 지켜주십시오.

품목 길이, 폭 직경 형태 및 분량 수용량

잡초 분별하고, 묶지 않은 것

장변 70cm 이하  30cm 미만 분별하고, 묶지 않은 것

장변 30cm 이하  30cm 이상 분별한 것

나무밑동류 장변 30cm 이하  30cm 이하 분별하고, 묶지 않은 것. 흙, 돌을 제거한 것 하루에 8 평방미터까지

대나무 및 덩굴류 장변 70cm 이하 분별하고, 묶지 않은 것 하루에 8 평방미터까지

다다미류 장변 2m 이하・폭 60cm 이하 하루에 4 평방미터까지

베니야판 등 폐재류 장변 2m 이하・폭 1m 이하 분별하고, 들고 운반할 수 있는 무게인 것 하루에 2 평방미터까지

철재 장변 2m 이하・폭 60cm 이하
분별하고, 두께 2mm까지, 단 들고 운반할 수 있
는 무게인 것

하루에 1 평방미터까지

긴 것, 무거운 것, 끈, 테이
프류

장변 2m 이하・폭 60cm 이하 각각 분별하고, 들고 운반할 수 있는 무게인 것 하루에 1 평방미터까지

그 외 일반폐기물 장변 2m 이하・폭 1m 이하 분별하고, 들고 운반할 수 있는 무게인 것 하루에 4 평방미터까지

문의 장소: 미노오시 오오아자 아오마타니2898번1 높은★  굴뚝이 보입니다.

환경클린센터

반입 시간

점포, 사무소, 공장 등 사업에 의해 사업소에서 배출된 쓰레기(사업계일반폐기물)는 시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허가종목, 업자명 등은 오사카부 HP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pref.osaka.jp/jigyoshoshido/)

※시내에서 발행한 쓰레기가 대상입니다.

하루에 8 평방미터까지
나뭇가지, 벌채목

수용기준에는※  직접 가져오실 수 없는 것, 가져오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것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072-729-4280

처리방법②

환경클린센터에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는 경우    

환경클린센터에 직접 가져가실 경우의 수수료    　　　　10kg 당 57엔 14전(세금 별도 )

국도171호선

신

미

도

스

지

부도 미노오 이케다선   (산로쿠

선)

가쓰오지구치

시청

미노오 드라이브웨이 

사라이케공

원

　　←환경클린센터

가야노

마키오치

회사, 사업소에서 버리는 쓰레기  (사업계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는...

환경클린센터에 직접 가져간다  

처리방법①

허가업자에 수거를 의뢰  

한다

가쓰오지

안내간판설치장소

※직원 지시에 따라 반입자가 직접 짐을 내려주셔야 합       

니다.

※이 가이드에 게재된 분별 구분에 따라 분별해 주십시       

오.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포함 )

9:00~17:00
토요일, 일요일 접수는 없습니다  (특별 접수일 있음  )

연말연시 및 토요일 반입 접수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홍보지 '모미지다요리'에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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