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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종류

야오시에서는 시가 수거하는 쓰레기의 종류를 8가지로 구분합니다. 

■ 가정용 지정봉투의 종류

가연(타는) 쓰레기
연두색 35L

용기 포장 플라스틱·페트병
분홍색 45L

재활용품·복잡한 쓰레기·매립
쓰레기 하늘색 35L

쓰레기 배출에 관한 주의
●쓰레기는 확실히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용기 포장 플라스틱과 페트병, 재활용품과 복잡한 쓰레기와 매립 쓰레기는 섞지 마십시오.
●쓰레기는 1회 봉투 한 개에 입을 묶어 버려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톱밥, 가죽 제품, 정원의 나무와 풀, 비닐 제품, 플라
스틱 마크가 없는 플라스틱 제품 등 자기 가방 등을 이용해 비닐 봉
투 등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고 쓰레기를 줄입시다.

○

주요 품목 가연성(타는) 쓰레기 배출 방법

【CD】 【가죽】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마크 없음)】

【음식물 쓰레기】 【풀·잔가지】 【기저귀】

【비디오·카세트 테이프】 【양동이·세면대】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잘 뺍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활용해 퇴
비화합시다.
기저귀에 묻은 오물·반려동물의 오물은
변기에 흘려내려 주세요.
대꼬챙이는 종이에 싸서 안전한 방법
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소량의 튀김 기름은 굳히거나 종이나
천 등에 스며들게 해 배출해 주십시오.
액체 상태로는 절대 넣지 마십시오.

◎
◎

◎

◎

◎

방석·담요 등 지정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신문·골판지 등 폐지류와 천류는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집단 수거 때 배출합시다.
우유팩은 슈퍼 등에 설치된 회수 박스에 배출합시다.
지정봉투에서 내용물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 배출합시다.

※
※
※
※

대상 품목 간이 가스봄베·스프레이 캔 배출 방법

간이 가스봄베·스프레이 캔은 다 사용한 다음에 배출해 주십시오.
구멍을 뜷을 필요는 없습니다.

○

【간이 가스봄베】
【카세트 봄베】

【스프레이 캔】

플라스틱 마크가 부착된 뚜껑은 용기
포장 플라스틱입니다.

※

내용물을 알 수 있는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가연성(타는) 쓰레기봉투 옆에 배출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지 말고 사용한 후 매번
(2~3개 정도) 배출해 주십시오.

내용(내용물)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쓰
레기 수거차나 소각 시설의 피트 내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날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내용물을
다 사용한 다음에 배출해 주십시오.

◎
◎
◎

◎

끝까지 다 사용했는데 아직 내용물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업체에 문의
해 주십시오.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간이 가스봄베...(일반사단법인) 일본가스 석유기기공업회 전화: 0120-14-9996
스프레이 캔...(일반사단법인) 일본에어로졸 협회 전화: 03-5207-9850

※

가연성(타는) 쓰레기
주 2회

간이 가스봄베 ·스프레이 캔
주 2회



주요 품목 용기 포장 플라스틱이란?

용기 포장 플라스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식별 표시 마크(플
라스틱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플라스틱 마크를 표
식으로 하십시오.

○

【과자 등 봉지류】 【식료품류 트레이·팩】

【컵라면 등 용기류】

【비닐봉투류】

【계란팩 등 플라스틱제 용기류】

【랩·필름류】

얼룩이나 냄새를 제거하기 어려운
것(튜브 모양 용기 등)은 선별 작업
이 어려우므로 가연성(타는) 쓰레
기에 배출해 주십시오.
발포스티로폼류는 용기 포장 플라
스틱입니다.
양동이·장난감·CD 등 플라스틱 제
품은 넣지 마십시오.
페트병은 함께 넣지 마십시오.

◎

◎

◎

◎

용기 포장 플라스틱이란
·상품을 넣거나(용기), 싸거나(포장) 하려
고 사용되는 플라스틱류입니다.

·소재가 플라스틱제라도 상품 자체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케첩이나 마요네즈 등 튜브류와 컵라면 스프 봉지 등에도 플라스틱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나 오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는 가연성(타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용기 포장 플라스틱은 직접 지정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일단 비닐봉투 등 작은 봉투에 넣은 후에 지
정봉투에 넣으면 선별 작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

※

복합 재질의 경우

용기 포장은 1종류의 재질로 만들어
진 단일 재질이 아니라 종이나 플라스
틱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복합 재
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각 용기 포장에 표시하나 "일괄 표시"

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페트병의 경우 라벨에 일괄 표시

이런 종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 자체
플라스틱제 장난감, 세면대, CD, 칫솔, 비
디오 테이프 등

용기나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탁소 봉지, 비닐밴드 등

상품의 내용물과 분리해도 불필요한 것이
나 제품 일부인 것
CD 케이스, 악기·카메라 케이스 등

페트병 마크가 있는 것
※뚜껑과 라벨은 용기 포장 플라스틱

페트병은 따로 수거합니다.

시와 슈퍼 등에 설치된 수거함도 이용해
주십시오.

○

○

○

○

○

의료계 감염물(감염 우려가 있는 링거 튜브와 주삿바늘 등)은 금기 제품이므로 절대 섞지 마
십시오.

※

용기 포장 플라스틱

주 1회

병

뚜껑, 
라벨



핵심은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기"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
이 대상이 됩니다. 마크가
없더라도 재질이 플라스
틱이며 상품을 포장하는
것으로 상품을 소비하고
나면 필요 없게 되는 것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1 플라스틱 마크를 확인하기

금속이나 유리 등
이물질이 섞이면 분
리가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경우에 따라서
는 재활용하기 위한
기계가 손상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2 이물질을 제거하기

먹다 남은 것이나 내용
물이 들어있는 채로 배출
하면 재활용으로 좋은 제
품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깨끗이 비우고 말린 후에
배출합시다.

3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말리기

가능한 한 찌그러
트려서 부피를 줄인
후에 배출합시다. 발
포스티로폼 트레이
등은 해체하지 말고
포개 주십시오.

4 부피를 줄이기

과자 봉지

병류의
뚜껑

컵라면컵및트레이 잘 모를 때는...

계란 팩 라벨 스티커 작은 봉투에 넣지 말기

내용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종이로 얼룩을
닦아내거나 물로
씻거나 해서 건조
합니다.

이물질이 부착된 것
은 재활용 할 때 방해가
되므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연성(타는) 쓰
레기로 배출해 주십시
오.

병에서 분리하고
배출해 주십시오.

찌그려트려서
부피를 줄입니다.

종이 라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
는 경우 간단히 뗄
수 있는 것은 떼어
주십시오. 간단히
뗄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용기 포장
플라스틱으로 배
출해 주십시오.

용기 포장 플라스틱
은 직접 지정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일단
비닐 봉투 등 작은 봉
투에 넣은 후 지정봉
투에 넣으면 재활용을
위한 선별 작업에 지
장이 생깁니다.



페트병에는 식별 표시 마크(페트병 마크)가 표시되어 있
습니다. 오른쪽의 페트병 마크를 표식으로 하십시오.

○

페트병의 배출 방법 뚜껑을 분리하십시오.

라벨을 떼어내 주십시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살짝 헹
궈 주십시오.

건조한 후 찌그려트려서 배출
해 주십시오.

뚜겅·라벨은 용기 포장 플라
스틱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용기 포장 플라스틱은 함께 넣
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

◎

입을 대는 부분의 링 형태 부분은 분리(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 또는 슈퍼마켓이나 시장 등에 설치된 회수함도 이용해 주십시오.

※
※

음료수·음식물 통조림 깡통
음료수·음식·화장품 병

○
○

대상 품목

과자·분유 깡통, 말통은 복잡한 쓰레기, 유리 식기는 매립 쓰레기입니다.
소형 가전 제품이나 프라이팬·주전자는 복잡한 쓰레기입니다.

※
※

맥주·술 등 리터너블(재사용) 병
은 판매점에 가지고 갑시다.
(씻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헹굽
시다.
뚜껑은 분리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뚜껑은 용기 포장 플
라스틱, 금속 뚜껑은 복잡한 쓰레
기로 배출합시다.)
복잡한 쓰레기, 매립 쓰레기는 함
께 넣지 마십시오.

◎

◎

◎

◎

재활용품 배출 방법

[음식물 통조림] [주스병] [화장품 용기]

[맥주·주스캔] [조미료병]

페트병

월 1회

재활용품
월 2회



과자·분유 깡통 및 말통
소형 전자 제품, 프라이팬, 주전자 등의 금속류가 붙은 것
우산, 전구, 형광등·형광관, 거울, 건전지, 체온계 등

○
○
○

주요 품목 복잡한 쓰레기 배출 방법

라이터는 전부 사용해 주십시오.

전구·형광등·체온계·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은 종이에
싸는등안전한방법으로배출해주십시오.

전지는 빼십시오. (충전식 전지는 시나 협력점
에 설치된 회수함에 가지고 갑시다.)

컴퓨터는 제조사가 회수·

재활용을 하므로 제조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PC 재활용 마크의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재활용품·매립 쓰레기는 함께 넣지 마십시오.

◎
◎

※

※

◎

【과자 깡통】 【프라이팬】 【우산】 【거울】

【드라이어】 【형광등·관】 【건전지】

【우유 깡통】

물건 한 개가 지정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물건은 대형 쓰레기입니다.

음료수·음식물의 통조림 깡통은 재활용품입니다.

※
※

주요 품목 매립 쓰레기 배출 방법

도자기류(밥그릇, 접시, 화분 등)

유리 부스러기(음료수·음식·화장품 병 이외) 등

○
○

【접시·밥그릇】 【유리·유리컵】 【화분】 【일회용 핫팩】

깨진 물건은 종이에 싸는 등 안전
한 방법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재활용품·복잡한 쓰레기는 함께
넣지 마십시오.

◎

◎

음료수·음식·화장품 병은 재활용품입니다.
콘크리트나 고철 덩어리, 기와, 돌과 흙(플랜터·분재·텃밭 등에서 생긴 것도 포함) 등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제 화분이나 식기는 가연성(타는) 쓰레기입니다.

※
※

※

복잡한 쓰레기
월 1회

매립 쓰레기
다섯째
수요일



신청 방법은 9페이지 전화 예약제·유료

지정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전 제품(재활용 가전·PC를 제외)·가구류 등○

주요 품목 대형쓰레기배출방법

등유가 들어 있는 것은 등유를 비워주십시오.

(화재 원인이 됩니다.)

전지가 들어 있는 것은 전지를 분리해 주십시오.

(건전지는 복잡한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이불 등은 개거나 말거나 작게 해서 끈으로 묶어둡
시다.

나무 조각 등 긴 것은 1m 이내로 잘라 묶읍시다.

(직경 30cm 정도까지)

새로 사서 바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판매점이 인수
하도록 합시다.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 주십시오. (공동 주택과 수
거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는 예약시 정한 장소)

유리 부분은 깨졌을 때 비산하지 않도록 신문지나
골판지 등으로 싸서 접착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 주
십시오.

◎

◎

◎

◎

◎

◎

◎

1회에 8개까지 수거합니다. (이전의 수거에서 한 달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회사·상점·공장 등 사업소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 일까지 시내의 편의점·우체국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을 구입하십시오.

수거일·접수 번호를 기입하고 필요한 매수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배출해 주십시오.

신청한 것 이외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제조사가 회수·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PC 재활용 마크의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
※
※

※
※

신청 방법은
9페이지 전화 예약제·유료

재활용 가전제품 종류 재활용 가전제품 비용

재활용 가전제품 처리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요금 (우체국에서
재활용권을 구입)과 수거
운반 요금(시의 경우 재활
용 가전제품 1대당 2,500

엔)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요금에 관해서는 가
전 재활용권센터 (0120-

319-64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

※

판매점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점에서 인수하도록 하십시오.
회사·상점·공장 등 사업소의 쓰레기는 판매점이나 지정 인수 장소에서 인수하도록 하십시오.
신청한 것 이외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
※

대형쓰레기

【융단】

【이불】 【전기제품】

【자전거】 【스토브·옷장】

재활용 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브라운관식 TV 
액정TV 

플라즈마식 TV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신청 방법은 9페이지 전화 예약제·유료

임시 쓰레기 종류

이사 등에 따른 쓰레기·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쓰레기(재활용용 가전제품은 제외)

지정봉투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가능한 한 사전에 정기 수거 때 나누어 배출해 주십시오.

○
○

【이사 등에 의한 대량 쓰레기】

수거 운반 요금이 필요합니다. (정액... 2톤 쓰레기 차 1대당 20,000엔)

회사·상점·공장 등 사업소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반출은 하지 않습니다.

당일 입회가 필요합니다.

※
※
※
※

■쓰레기 수거차나 처리 시설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차나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작업자의 생명과 시설 등

에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가스봄베·스프레이 캔은 다 사용한 다음에 배출해 주십시오. (구멍을 뜷을 필요는 없
습니다.)
라이터는 다 사용하고 나서 복잡한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등유 등 연료가 들어 있는 물건은 반드시 연료를 비우고 배출해 주십시오.
전지는 반드시 분리해 주십시오. (분리한 건전지는 복잡한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충전
식 전지는 시 또는 협력 업체의 회수함에 가지고 갑시다.)
인화성이 있는 것으로 수거할 수 없는 품목은 배출하지 마십시오.
임시 쓰레기 안에 간이 가스봄베·스프레이 캔, 라이터 등 발화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한 후 수거 작업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부적절한 배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알루미늄 캔 등을 빼가는 행위는 위반입니다 ■
각 가정에서 지정봉투에 넣어 배출된 알루미늄 캔, 스틸 캔 등 캔류와 병류, 복잡한 쓰레기에

포함된 금속류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의 소유권은 시에 귀속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제삼자가 마음대로 빼가는 행위는 위반이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임시쓰레기



1

2

3

4

※ 신청 후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수거 예정일에서 4 일 전 (주말 제외)까지, 예약을 취소
할 때는 수거 예정일 전날(주말 제외)까지 야오시 대형페기물 접수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예약이 필요한 쓰레기 신청 방법

야오시 대형폐기물 접수 센터에 전화해 주십시오.
※ 사전에 대형폐기물의 크기(3변의 길이)를 측정해 주십시오. (측정 방법은 10페이지)

신청 전용 전화 0800-222-9966(통화료 무료)

휴대 전화·PHS·일부 IP전화는 072-923-9966 (통화료가 필요함)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월요일 오전에는 전화가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오후 시간대나 다른
요일에 전화하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신청할 수 없는 분은 FAX(072-923-9966)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장애인 복지과, 야오시 사회복지 협의회, 자립 생활 센터 야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야오시 홈페이지(http://www.city.yao.osaka.jp/)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배출하는 쓰레기의 종류, 개수, 크기, 수거차가 집 앞까지 들어올 수 있는
지 알려 주십시오(수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일·수집 장소·접수 번

호·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
의 필요 장수·기타 필요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용 가전제품
수거일·접수 번호·재활용

비용·시의 수수료·주의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임시 쓰레기
수집일·수집 시간·접수 번

호·시의 수수료·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형폐기물

①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권
구매

시내 편의점·우체국에서 대
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을 구
매해 주십시오.
(10 페이지 참조)
②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을
부착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에
수거일과 접수 번호를 기입하
고 눈에 띄는 장소에 대형폐기
물 처리 수수료권을 필요한
만큼 부착해 주십시오.
※ 대형페기물 처리 수수료권
영수증은 수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
다.
③쓰레기 배출

수거일 아침 8시까지 미리
정해둔 장소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해 주십시오.

재활용 가전제품

①재활용 비용의 납입
수거일 전날까지 우체국에

서 재활용 요금을 지불하고
가전 재활용권을 받아주십시
오.
②쓰레기 배출

수거일 아침 8시 30분까지
미리 정해둔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해 주십시오.
③수집

수거 작업에 입회하고 작업
종료 후 가전 재활용권과 수
수료를 건네주십시오.

임시 쓰레기

①쓰레기 배출
수거일 당일 예약 시간까지

미리 정해둔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해 주십시오.
②수거

수거 작업에 입회하고 작업
종료 후 수수료를 건네주십시
오.



○ 대형폐기물을 재는 방법

원칙적으로 대형폐기물은 사용하
는 그대로 상태로 3변(높이·폭·깊이)
길이의 합계를 재어 주십시오.

단, 접을 수 있는 것은 접은 상태에
서, 감을 수 있는 것은 감은 상태에서
3변(높이·폭·깊이) 길이의 합계를 재
어 주십시오.

※ 부상 원인이 되므로 대형폐기물은
분해하지 마십시오.

●접을 수 있는 것, 감을 수 있는 것 예시
텐트, 유모차, 캠핑 용품, 삼각대, 접사다리, 고무보트, 카펫, 융단 등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에 관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권은 400엔권 한 가지입니다.

신청시 대형폐기물 접수 센터
에서 알려 드린 필요 장수 분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을
구매해 주십시오.

수거일（収集
日）, 접수 번호（受付
番号）를 반드시 기재
해 주십시오.

3변의 길이 합계가 3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400엔권이 2장 필요합니다.

수거시 현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은 수거시에 접수 번호가 보이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해 주십
시오.

한 번 부착하면 다시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 영수증은 수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잘 보관해 주십시오. 보관
시에는 영수증에 수거일을 기재해 두십시오.

※
※
※

※
※

재는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대형페기물 접수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은 아래 장소에서 판매합니다. (대형폐

기물 처리 수수료권 취급점 스티커 표시를 참고하십시오.)

● 야오 시내 우체국

● 야오 시내 편의점

세븐일레븐, 데일리 야마자키, 패밀리마트, 

미니 스톱, 로손의 시내 각 점포 (2021년 4월 1일 현재)

取 扱 店

八尾市

粗大ごみ
処理手数料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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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취급 기준(수거에 관한 예외 품목)

수거에 관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반입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
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시설과(072-991-7362)에 문의해 주십시오.

(2016년 9월 1일 수거 분부터)

품목명 취급 기준
ㄱ
골프 클럽 20개까지 1개로 함(가방과 세트라도 1개)
골함석 【사이즈 100cm×100cm, 두께 2mm까지】 (※ ④) 3개까지 1개로 함
ㄴ
나무 【두께 10cm×길이 100cm까지】 5개까지 1개로 함
낚싯대(※ ③) 10개까지 1개로 함(케이스와 세트라도 1개)
ㄷ
담요·전기 담요(※ ②) 5장까지 1개로 함
ㄹ
라켓(※ ③) 10개까지 1개로 함
ㅁ
매트리스(스프링 없는 것) 2개까지 1개로 함
ㅂ
바지랑대 길이에 상관없이 2개까지 1개로 함
방석(※ ②) 10개까지 1개로 함
배트(※ ③) 10개까지 1개로 함
버팀목 막대기 5개까지 1개로 함
버팀목 선반 2세트까지 1개로 함
베개(※ ①) 5개까지 1개로 함
ㅅ
스키 스톡(※ ③) 10개까지 1개로 함
ㅇ
원예용 지주 20개까지 1개로 함
의상 상자(플라스틱제) 3개까지 1개로 함
이불(※ ②) 5장까지 1개로 함
ㅈ
자전거·전동자전거(배터리를 분리한 것) 크기와 상관 없이 1개로 함
죽도(※ ③) 10개까지 1개로 함
ㅊ
청소 공구(대걸레, 빗자루 등) 10개까지 1개로 함
ㅋ
쿠션(※ ①) 5개까지 1개로 함
ㅍ
판자(나무, 플라스틱)【사이즈 100cm×100cm, 두께
20mm까지】

3개까지 1개로 함

팬시 케이스(파이프로 조립한 옷장) 크기와 상관 없이 1개로 함
플랜터(플라스틱제) 5개까지 1개로 함
ㅎ
함석 【사이즈 100cm×100cm, 두께 2mm까지】 (※ ④) 3개까지 1개로 함
화분(플라스틱제) 5개까지 1개로 함

다른 종류 여러 품목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 마크가 있는 품목은 같은 숫자끼리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의 조합을 할
경우 취급 기준은 5장까지 1개로 하고,이 경우에 한해 방석만 1개를 0.5개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예: ①쿠션 3개와 베개 2개로 1개

②이불 2장과 담요 2장 방석 2장으로 1개
배출시에는 끈 등으로 묶어주십시오.

주1

주2



수거 ·처리할 수 없는 주요 품목

산업 폐기물·위험성이 있는 것·처리하기 곤란한 것 등은 수거 차량의 화재 사고나 작업자 부상, 

처리 시설 고장 등의 원인이 되므로 쓰레기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수거·처리할 수 없는 주요 품목

○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건축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것

(전문 처리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예】
목재, 싱크대, 석고 보드, 콘크리트 파편, 창
호, 알루미늄 샷시, 세면대, 울타리, 현관문, 
문, 변기 등

○ 폐유·도료 (전문 처리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오토바이·미니 바이크 (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 (제조사·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소화기 (제조사·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배터리 (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타이어 (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이동식 이외의 금고 (제조사·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가스 봄베 (제조사·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피아노 (제조사·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오일 히터 (제조사·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불단·신단 (판매점·종파 사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윈드 서핑 보드 (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아령·바벨·쇠창살·철판 등 쇳덩어리 (고금속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벽돌, 맷돌, 블록, 콘크리트 제품 등 (전문 처리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농업용 비닐 (판매점·전문 처리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판매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품목 업계 단체 등 연락처

오토바이
미니 바이크

이륜차 재활용 콜센터 050-3000-0727

소화기

오사카 소방 설비 협동 조합
⇒ 판매점을 소개

06-6325-0660

(일반재단법인) 오사카 소방 방재 협회
⇒ 제조업체를 소개

06-6943-7654

배터리 (일반사단법인) 전지공업회 03-3434-0261

타이어 (일반사단법인) 일본 자동차 타이어 협회 긴키지부 06-6351-6747

LP 가스봄베 (일반사단법인) 오사카부 LP 가스 협회 06-6264-7888

고압 가스봄베 긴키 고압 가스 용기 관리 위원회 06-6251-5179

산업 폐기물 야오시 환경부 순환형 사회추진과 산업폐기물 지도실 072-924-3772

(2021년 4월 1일 현재)



기업 ·업계에 따른 리콜 제도

품목 업계 단체 등 연락처
컴퓨터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3R 추진 협회 03-5282-7685

소형 2차 전지
(충전식 전지)

(일반사단법인) JBRC 03-6403-5673

FRP선 (일반사단법인) 일본 마린 사업 협회 03-5542-1201

(2021년 4월 1일 현재)

재활용 지원 제도

1. 유가물 집단 수거
야오시에서는 골판지나 신문 등 유가물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수거하지 않고 반상회나 어린이회

등 시민 단체가 실시하는 유가물 집단 수거를 활용한 재활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유가물 집단 수거를 실시하는 단체에 대해 쓰레기 감량, 자원화를 추진하여 생활 환경 보

전 도모를 목적으로 회수 중량에 따라 장려금을 교부합니다.

장려금 1kg당 5 엔

2.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타는) 쓰레기의 약 40%가 먹다 남은 음식이나 조리 쓰레기 등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양질의 퇴비로 바꾸어 텃밭
이나 원예용 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오시에서는 퇴비화 용기를 대여하거나 구매 비용을 조성합니다.

(1) 흐림 용기의 대여
연 2회(7~8월, 1~2월) 흐림 용기 대여에 관해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정 소식(8월호, 2월호)을 참조하십시오.

(2) 전동 쓰레기 처리기 및 퇴비 구매 비용의 조성
구매 가격의 반액을 조성합니다. 단, 전동 쓰레기 처리기는 20,000엔, 퇴비는 3,000엔을 상한으

로 합니다. 구매 전에 순환형 사회추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물 집단 수거,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관해서는 순환형 사회추진과 (072-924-3866)로 문의
해 주십시오.

Administrator
取り消し線



회수함 설치 장소

시청 본관·야마모토 출장소·류게 출장소·다카야스 출장소·미나미타카야스
출장소·아케가와 출장소·시키 출장소·다이쇼 출장소·다케후치 출장소·규호
지 출장소·니시고리 출장소·청소 청사·
수도국·재활용 센터(학습 플라자 ‘메구루’)·보건소·교육 센터

※ 시내 소매점의 회수함 설치 상황에 관해서는 본청, 각 출장소(커미센)
에 비치 또는 야오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 . 페트병

2 . 충전식 전지

(1) 시의 공공 시설
시청 본관·야마모토 출장소·류게 출장소·다카야스 출장소·미나미타카야스
출장소·아케가와 출장소·시키 출장소·다이쇼 출장소·다케후치 출장소·규호
지 출장소·니시고리 출장소·청소 청사·
수도국·재활용 센터(학습 플라자 ‘메구루’)·보건소·교육 센터

(2) 충전식 전지 재활용 협력점
재활용 협력점(전자제품 양판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식 전지 재활용
함’에 넣어 주십시오.

※ 충전식이 아닌 전지는 복잡한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후레아이 수거

【수거함 설치 상황】

【충전식 전지 재활용 협력점】

후레아이 수거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수거 장소까지 가져 가는 것이 곤란하고 또한 가까운
사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독거 노인, 장애인, 임산부, 환자를 대상으로 수거 작업원이 각 자택
의 현관 앞 등까지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또한 요청에 따라 안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

문의처·신청 방법

환경 사업과에 전화(072-991-6254)나 FAX (072-999-4625)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접수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실시합니다.
※ 면담시 케어매니저 등 신청자의 생활 상황을 아는 분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1) 요개호 인정의 요개호 1 이상인 분
(2) 신체 장애인 수첩 1·2급인 분
(3) 요육 수첩 A인 분
(4) 정신 장애인 보건복지수첩 1급인 분
(5) 임산부
(6) 상기 1~5 이외의 노령이나 부상·질병에 의해 보행이나 계단 오르내림 등에 지장이 있고

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려운 사람이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동거자가 있는 분이라도 동거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대상이 됩니다.

시 홈페이지
도 참조해 주십시오



직접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쓰레기의 종류 가연성(타는) 쓰레기 재활용품·복잡한 쓰레기·대형폐기물 매립 쓰레기

접수 시설
야오시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장

야오 시립
재활용 센터

야오시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장

주 소 야오시 가미오초 9-36 야오시 아케보노초 2-11 야오시 가미오초 9-36

T E L 072-993-1767 072-992-2060 072-993-1767

접수 시간

9:30~11:30
13:00~15:30

(주말 휴일 공휴일은 개청)

9:00~11:45
12:45~16:00

(주말 휴일 공휴일은 개청)
※ 단, 수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9:30~11:30
13:00~15:30

(주말 휴일 공휴일은 개청)

처리 수수료 10kg당 100엔 10kg당 200엔 10kg당 100엔

쓰레기를 각 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시설과(072-

991-7362)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시설의 안전 관리 유지 및 적정 배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거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반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입은 자가용 차량(회사명이 있는 차량 등은 불가)에 한합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 이외(도
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대리인이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출자 본인이 반입해 주십시오.

※

※

※

야오 시립 재활용 센터 학습 플라자 '메구루 '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에 오픈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현장 견학, 쓰레기의 3R을 비롯한 환경 학습
을 할 수 있으며 데님백 만들기나 친환경 비누 만들기, 의
류 리메이크에 의한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의 공방 체험
을 할 수 있습니다.

TEL: 072-99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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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 시립 재활용 센터 내 학습 플라자
'메구루'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는 http://yao-meguru.jp/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른쪽 QR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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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응원 앱 '야옵 '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하거나 App
store(iPhone), Google Play(Android)에서 ‘야오시（八尾
市）’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생활 응원 앱 '야옵'은 야오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수거 요일 달력 및 쓰레기 분리 사전, 수거일 사전 알림 등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쓰레기’ 이외에도 ‘방재’, ‘육아’, ‘관광’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1 다운로드 방법

【iPhone】 【Android】
2 초기 설정

다음 순서로 선택한 후 초기 설정을 합니다. 또한 입력 후에도 ‘메뉴 （メニュー）’의 ‘공통 설정 （共通設定）’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속성 설정（属性設定）연령, 성별, 초등학교 학구 등을 선택해 주십시오.

· 카테고리 설정（カテゴリ設定）표시가 필요한 장르를 체크해 주십시오.

· 지역 설정（エリア設定）거주하시는 동네 이름을 선택해 주십시오.

· 메뉴 표시 설정（メニュー表示設定） ‘보통 메뉴（通常メニュー）’ ‘간단 메뉴（シンプルメニュー）’의 2종류 중
에서 원하는 표시를 선택해 주십시오.

3 각 기능에 대해

‘메뉴（メニュー）’에서 ‘쓰레기·환경（ごみ・環境）’을 선택하면 7개 항목이 표시됩니다.

· 쓰레기 달력（ごみカレンダー）선택한 영역의 수거 요일 달력이 표시됩니다.

· 쓰레기 배출 방법（ごみの出し方） 야오시의 쓰레기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이 표시됩니다.

· 분리 사전（分別辞典） 쓰레기 품목별로 분리 방법이 표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よくある質問） 문의가 많은 질문과 답변이 표시됩니다.

· 문의처（お問い合わせ先） 환경 관련 담당과의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 경보 항목 설정（アラート項目設定） 수거일 사전 알림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경보 시각 설정（アラート時刻設定） 수거일 사전 알림 통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쓰레기 달력（ごみカ
レンダー）

선택한 지역의 수거
요일 달력이 표시됩니다.

연말연시 등에 의해
수거 요일에 변경이 있
는 경우에도 여기서 알
려드립니다.

○ 쓰레기 배출 방법（ごみの出し方）

쓰레기 종류를 선택하면 주요 품목 및
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 분리 사전（分別辞典）

품목마다 쓰레기 분리 방법을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품목을 선택하면 해당 품목의 분리 방법,
배출 방법 주의 등이 표시됩니다.

약 1,300개 품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분리 사전에 나와 있지 않고 배출 방법을 모
르는 항목이 있으면 순환형 사회추진과 (072-
924-3866)에 문의해 주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よく
ある質問）

지정봉투에 관한 사항
이나 대형폐기물에 관한
사항 등 자주 묻는 질문
을 여기에 게재하고 있
습니다.

○ 문의처（お問い合わせ
先）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
시면 각 담당자에게 문의
해 주십시오. 이 화면에
서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습
니다.

○ 경고 항목 설정（ア
ラート項目設定）

수거일 사전 알림 여
부를 분리 종류별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잊어버
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 경고 시각 설정（アラー
ト時刻設定）

경고 항목 설정에서 설
정한 쓰레기의 수거일에
대해 전날과 당일에 알리
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전날에도알려주므로
수거일 당일 당황하지 않
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
유용한 7가지 기능



쓰레기 관련 Q&A

○ 지정봉투에 대해

Q 가정용 지정봉투의 배포 방법은?

반상회 반장 등의 자택에 연 2회(8~9월, 2~ 3월) 배송하고 각 가정에 배부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주택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상회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에는 같은 시기에 교환권을 송부하므로 시청 본관
1층 지정봉투 배부 창구에서 받아주십시오.

Q 지정봉투가 부족할 때는?

가구원수의 증가, 종이 기저귀 사용 등의 이유로 부족할 때는 평일 개청 시간 내
에 시청 본관 1층 지정봉투 배부 창구에서 건네드립니다. 단, 쓰레기의 감량과 계
획 수거 관점에서 한 번에 드리는 매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에 대해

Q 봉투에 들어 가지 않는 경우는 대형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방
에 넣으면 됩니까?

지정봉투의 입을 묶어 물건이 가방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에 배출해
주십시오.

Q 대형쓰레기를 집에서 배출할 때 분해해야 됩니까?

부상의 원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대형쓰레기는 분해하지 마십시오.

단, 집 입구에서 운반 및 들어나르기 쉽도록 분해하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또
한 길이 측정에 대해서는 분해하기 전 상태에서 해 주십시오.

Q 남은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은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사
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주십시오. 또한 현금으로 환불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에는 미사용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권에 한해 환경사업과(072-991-6254)에서 소
정의 절차를 밟으시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 쓰레기에 대해

Q 이사 등으로 대량으로 쓰레기가 나올 경우에 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시 쓰레기가 되므로 야오시 대형쓰레기 접수 센터에 임시 쓰레기 수거를 신청
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2톤 차량 1대당 20,000엔입니다.



Q 신문이나 골판지는 어떻게 배출하면 됩니까?

신문·골판지 등 재활용 가능한 폐지류에 대해서는 시에 의한 정기 수거가 아니
라 자치회나 어린이회 등이 실시하는 집단 수거 때 배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집단 수거를 실시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간 폐지업체
가 수거하는 등 폐지류는 최대한 재활용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폐지 배출 방법, 수거업체 목록은 야오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른쪽 QR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분리 수거된 용기 포장 플라스틱은 어떻게 재활용 되고 있습니까?

분리 수거된 용기 포장 플라스틱은 야오 시립 재활용 센터에서 선별한 후 상품
화 사업자에게 넘겨져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 됩니다.

① 원료(재료) 재활용 되는 경우
다시 한번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로는 물통, 삼각

콘, 플랜터(화분), 공업 제품을 운반하는 팔레트, 주차장 카스토퍼 등이 있습니다.

② 케미컬(화학) 재활용되는 경우
플라스틱이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용해 열과 압력을 가해 원래의

석유와 기초화학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로는 화학 공업의 원재료,
고로환원제, 코크스로에서 사용되는 원료탄 대체물, 암모니아·메탄올 등의 화학
원료 등이 있습니다.

Q 용기 포장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배출하면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기 때문입니다.

이물질이나 먼지가 있는 것은 야오 시립 재활용 센터에서 사람 손으로 선별 작
업을 실시합니다.

작업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므로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 시민 여러
분에게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관련 Q&A

○ 재활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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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나 종이봉투 등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종이류’라
고 하며 ‘신문’이나 ‘골판지’처럼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이 가벼워지고 소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 페이지의 종이류 분류표를 참조하여 종이류는 가연
성(타는)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수거로 배출
해 재활용합시다.

배출할 때는 잡지에 끼우거나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
는 등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종이류’를 집단 수거로 배출합시다



종이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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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수거 실시 단체의 규칙에 따라서 배출해 주십시오.

종이류 가연성 비고

ㅈ

전단지 ○

접기 종이 ○

접착 테이프 ○

종이 냅킨 ○ 특수 가공을 위함

종이 봉투 ○
코팅한 것은 가연성
금구 등은 제거

종이 접시 ○ 특수 가공을 위함

종이 테이프 ○

종이컵 ○ 특수 가공을 위함

종이타월 ○ 미사용이라도 가연성

ㅋ

카본지 ○ 특수 가공을 위함

카탈로그 ○

컵라면 용기(종이) ○ 특수 가공을 위함

크래프트 종이 ○

키친 페이퍼 ○ 미사용이라도 가연성

ㅌ

트럼프 카드(종이) ○

티슈 ○ 미사용이라도 가연성

티슈 박스 ○ 비닐 등은 제거

ㅍ

파일(종이) ○

판지 ○

팩스 용지 ○ 특수 가공을 위함

팸플릿 ○

편지지 ○

포스터 ○

포장재(종이) ○

포장지 ○

프린트류 ○

ㅎ

화장지 ○ 미사용이라도 가연성

화장지 심 ○

화장품 상자 ○

ㅆ

쌀자루(종이) ○

종이류 가연성 비고

ㄱ

가격표(종이) ○

과자 상자 ○

광택지 ○ 특수 가공을 위함

교과서 ○

금박 종이·은박 종이 ○ 특수 가공을 위함

기름 종이 ○ 특수 가공을 위함

기저귀 ○ 특수 가공을 위함

ㄴ

나무젓가락 봉지 ○

노트 ○

ㄷ

달력 ○ 금구 등은 제거

ㄹ

랩 상자 ○ 금구 등은 제거

랩 심 ○

ㅁ

메모지 ○

명함 ○

무료 신문 ○

물티슈 ○ 미사용이라도 가연성

ㅂ

병원 약봉지 ○

복사 용지 ○

봉투 ○
접착 부분, 셀로판은
제거

비누 포장지·상자 ○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ㅅ

사진 ○ 특수 가공을 위함

색종이 ○

성냥갑 ○ 점화 부분은 제거

세제 상자 ○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술 종이팩 ○ 특수 가공을 위함

스케치북 ○ 금구 등은 제거

식품 용기(종이) ○ 특수 가공을 위함

신발 상자 ○

실, 실 대지 ○ 특수 가공을 위함

ㅇ

압착 엽서 ○ 특수 가공을 위함

약 상자 ○

엽서 ○
사진 가공한 것은
가연성

영수증 ○ 특수 가공을 위함

완충재(종이) ○

음식 상자 ○

의류품 대지 ○

잉크젯 용지 ○



사업 관련 쓰레기

○ 가연성(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수거 운반 허가제도가 시작되었으므로
허가업체에 위탁해 주십시오.

○ 산업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 상담해 주십시오.

○ 야오 시장이 허가한 ‘사업 관련 일반 폐기물 수거 운반 허가업체
명부’에 게재되어 있는 업체에서 골라 주십시오.

※ 허가업체 명단은 본청, 각 출장소에 비치하거나 야오시 홈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 위탁 요금, 배출량, 배출 방법, 수거일, 수거 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허가업체와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 종업원이 소비하는 음료수 병·캔· 우산이나 밥그릇 등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소량 물건을 처리할 때는 순환형 사회
추진과 일반 폐기물 지도실 ( 072-924-3866)에 문의해 주십시오.

○ 배출량과 배출 빈도 등을 청취한 후, 사업용 지정봉투(재활용·매
립·복잡)를 유료로 구매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타는) 쓰레기

재활용품·매립쓰레기·

복잡한 쓰레기

※ 사업 관련 쓰레기란 음식점이나 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공공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사업 활동도 포함해 이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 가게나 사업소 등이 거주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게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는 사업 관련 쓰레기로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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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까마귀의 좋은 먹이감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요리를 많이 만들지 않기, 음식을 남기지 않기, 퇴비화(P.13 참조)를 하는 등 노력을 합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꽉 한 번 짜면 10%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쓰레기봉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 없는 종이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싸고, 쓰레기봉투의 중심부
에 넣어 음식물 쓰레기를 숨기면
피해를 잘 입지 않게 됩니다.

쓰레기 봉투 속의 적색이나 오렌지색을 보이지 않게 하면 피해를 잘 입지 않게 됩
니다. (이러한 색은 고기와 과일로 보기 쉽고 봉투를 훼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 까마귀 차양 그물이나 폴리 양동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도 참조해
주십시오

수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까마귀 차양 그물이나 폴리 양동이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환경
사업과
(072-991-62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수거 후에는 정돈해 주십시오.

● 가급적 그물코가 가는(5mm×5mm 이하)
그물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 위쪽에서 덮을 뿐만 아니라 그물의 끝부분을
쓰레기 봉투 밑으로 집어넣읍시다.



"쓰레기 제로 !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로

~야오시에서는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3R을추진합니다~

(리듀스) 줄이기·쓰레기가되는 물건 발생을 억제하기

예를 들면・・・장보기 할 때는 에코백을 가지고 갑시다.
밥을 먹을 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자기 젓가락을 사용합
시다.
일회용 제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 구
입하도록 합시다.

(재사용) 재사용하기

예를 들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남동생, 여동생에게 줍시다.
자신에게 필요 없어진 물건으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른 사람에게 줍시다.
버리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재사용
합시다.

(재활용) 필요 없는 용품을 한번 자원으로 되돌려 제품으로 재
생해 사용하기

예를 들면 ・・・ 재활용하기 쉽도록 쓰레기를 확실히 분리 수거합시다.
신문과 잡지는 어린이회나 반상회 등에서 집단 수거합시다.

세 단어의 머리 글자 'R'을 따서 '쓰리알 "이라 부릅니다

가정에서 분리 수거한 물건을 야오 시립 재활용 센터에 모아 다음 공장에서 새로 거듭납니다.

용기 방법 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재활용품(알루미늄 캔)

(스틸 캔)

➡
➡

➡

양동이·CD·문구·삼각콘 등
페트병·융단·털옷 등
유리병·구슬·포장재 등
알루미늄 캔·자동차 부품 등
스틸캔·건축재(강재) 등

야오시 전체에서는 한 사람 1일 100g의 감량으로 연간 약 10,000톤 감량이 됩니다. 섞
으면 쓰레기, 분리하면 자원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 구매한 상품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 더 사용할 수 없을까?
· 분리 수거할 수 없을까? 

다시 한번 3R을 기억해내 모두가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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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관련 문의처

0800-222-9966 (통화료 무료)

대형폐기물·재활용 가전·임시쓰레기 신청 신청 전용 전화 휴대전화·PHS·일부 IP 전화로는

072-923-9966 (통화료가 필요함)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동물 사체 수거에 관한 사항

환경사업과 072-991-6254

쓰레기의 반입, 시설 견학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과 072-991-7362

재활용·집단 수거에 관한 사항
지정봉투의 배부에 관한 사항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순환형 사회추진과 072-924-3866

지역 대청소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과 072-924-9359

산업폐기물에 관한 사항 순환형 사회추진과 산업폐기물 지도실 072-924-3772

쓰레기 분리방법·배출방법 핸드북(간행물 번호 R2-208)

2021년 4월 발행
편집·발행 야오시 환경부 순환형 사회추진과

야오시 다카미초 5-2-2

TEL (072) 924-3866 (직통)

FAX (072) 923-7135

지구의 날은 지구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날.
지구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입니다. 일본에서도

각지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해피 지구의 날 오사카는 일본 최초 학생이 주체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보고, 먹고, 배우는
해피 지구의날 오사카에는 가게와 체험 부스가 약 100개 나옵니다.

지구와 건강에 좋은 것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쇼핑하고, 지구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획으로 즐기고. 와 주신 분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한 걸음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SNS에서도정보 발신 중!

자세한 내용은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 APPY E ARTH D AY O SAKA

◀ 연결하기

문책: 해피 지구의 날 오사카실행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