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직 이용하실 지정봉투만 바뀝니다. 

 

야오시시청 자원순환과 발송통지 

기본세트의 매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연봉투의 용량이 45Ｌ부터 35Ｌ로 바뀝니다.  

2. ①포장용기 플라스틱과 패트병、②자원물・혼합쓰레기와 매립쓰레기가 각각 겸용하여 쓸 

수 있는 봉투로 바뀝니다. 다만 분별방법은 바뀌지 않기에 다른 품목을 혼합하지 마시고 

한가지 종류씩 넣어 주십시오. 

3. 지금까지의 지정봉투는 9 월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후 봉투를 잘못 사용하실 

경우를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지정봉투로 버린 쓰레기는  2016 년 10 월 7 일까지 회수합니 

다. 

4. 그외 2017 년 10 월 1 일부터 지정봉투 배급창구는 야오시시청 본청사에서만 진행할 예정입 

니다. 

야오시타카미쵸 5 쵸메 2 번 2 호 야오시청자원순환과 TEL:072-924-3866 

 

뒷면도 읽어 주십시오. 

 

 

 

기본세트 

가연봉투 52 매 
포장용기 플라스틱・ 

패트병 겸용봉투 32 매 
 

자원물・혼합쓰레기・ 

매립쓰레기 겸용봉투 18 매 

 

※포장용기 플라스틱과 패트병은 따로 

지정된 날에 버려 주십시오. 

混ぜないで各指定日に排出してください 

 

※자원쓰레기·혼합쓰레기·매립쓰레기는 

섞지 마시고 지정된 날에 버려 주십시오. 

８종류 분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오시 쓰레기 배출현황 

 

 

 

 

 

 

 

 

  

 

①쓰레기 분별상황에 관하여 

아래의 도표에서 알수 있다싶이 가연쓰레기의 약 63％에는 분별・자원화 될 수 있는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②가연쓰레기의 용량에 관하여 

왼쪽하단의 그라프에서 보시다시피 가연쓰레기의 용량에 관해서는 대다수 세대의 사용량이 

35L 이하이므로 가연봉투를 35L 로 변경하여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별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별・자원화를 실행하면 오른쪽하단의 그라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가연쓰레기의 대폭 감량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가연쓰레기 1 봉투의 용량 （L） 

（끝으로） 

위의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가연쓰레기 봉투의 변경은 많은 세대의 쓰레기양 현황에 근거하 

고, 동시에 다른 봉투와도 겸용할수 있는 봉투로 만드므로서 범용성을 높이고, 가정에서 쓰레 

기를 남기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추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봉투제를 도입한지 약 2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민 여러분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쓰레 

기의 감량・자원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자원화활동을 앞으로도 더 활발히 추 

진하고자 합니다. 

금후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연쓰레기 구성 

용적비 

가연쓰레기（음식물쓰레기 등） 37.22% 더 분별 할수 있습니다！ 

종이류, 천류 30.33% → 유가물은 집단 회수 

포장용기 플라스틱 26.33% → 깨끗하게 씻고 ❤포장용기 플라스틱 지정봉투 

패트병 3.39% → 깨끗하게 씻고 ◆패트병 지정봉투 

자원물 1.03% → ★자원물 지정봉투 

복잡쓰레기 0.48% → ■복잡쓰레기 지정봉투 

매립쓰레기 1.20% → ▲매립쓰레기 지정봉투 

합계 100.00% 

분

별

가

능 

분별전 분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