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형가전은 건전지를 제거

  유기EL TV, 고타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난로(등유・건전지는 반드시 제거), 스테레오 등
  (가전재활용 대상품목 제외)

※

※45리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의 것은 '대형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다음의 쓰레기는 각 창구로 문의 바랍니다. (처리에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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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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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은 물기를 충분히 제거

・튀김기름 등은 종이・천에 흡수

・케첩 등은 내용물 비우기

꼬치(작게 부러뜨리거나 종이에 싼다), 식용유(응고제로 응고시키거나, 신문지, 천 등에 흡수시킨다) 등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봉투, 랩, 식탁보, 종이컵, 감열지, 스티커, 세숫대야, 플라스틱 용기
비닐 호스(1m 이내로 잘라 규격봉투에 넣는다), 기저귀(오물은 변기에 버린다), 플라스틱 주방용품
페트병 뚜껑,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게임 카세트, CD・DVD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장난감 등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것에 한함. 옷장 케이스 등 규격봉투에 

★가코가와시 홈페이지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검색」에서도 쓰레기 분리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재활용 쓰레기 집단 수거(폐기물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TA, 소년단, 정내회 등

에서 실시하는 집단 수거를 이용 바랍니다. 대상 품목은 종이류(신문, 잡지, 잡다한 종이류, 박스 등)와 의류입니다.● 시에서 수거하는 것 (생활쓰레기)
소각 쓰레기

(주2회)

가코가와시 규격봉투

사용

주방 쓰레기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가죽제품류, 고무류,

천 종류, 기타

덩굴식물(고구마, 나팔꽃 등)

꽃, 채소류, 과실류

※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

용 쓰레기 배출일에 배출

하여 주십시오.

들어가지 않는 것은 대형쓰레기)　　　　　　　　　　　　　　　　　　　　　　　　　　　　　　　　　　　　　　　　　　　　　등

가죽제품류, 고무류,

천 종류, 기타

대나무, 조릿대, 가죽신발, 운동화, 장화, 나막신, 슬리퍼, 가방, 벨트 등 가죽제품, 자전거 튜브, 고무줄 등
인형・방석・발매트・베개 등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것
일회용 핫팩, 건조제, 보냉제, 스티로폼(작게 해서 규격봉투에 넣는다) 등

주방 쓰레기
(물기를 충분히 제거)

음식물쓰레기, 계란껍질, 조개껍질, 잔반, 식료품 팩・용기류

도자기로 된 밥그릇, 컵 등의 식기류, 화분 등(기와 등은 처리가 곤란하므로 배출 불가합니다)

유리, 혼합물
유리창, 거울 등 판유리류, 유리세공 등 유리제품, 유리컵, 내열유리 용기, 전구・LED 전구
LED 형광등・기름 등 세척 불가능한 병　등

금속류
냄비, 주전자, 기름 튐 방지 가드, 가스레인지 커버, 조리용품, 가위, 알루미늄 용기, 공구, 면도칼, 금속 뚜껑,
한말캔(18리터 캔), 철사 옷걸이, 우산 등

비소각 쓰레기

(월1회)

도기류 유리, 혼합물 금속류 소형가전 도기류

소형가전
라디오, 헤어 드라이어, 면도기, 게임기, 전기포트, 전기밥솥, 토스터
프린터, DVD 플레이어 등 ※시청, 환경미화센터, 각 시민센터・공민관, 인권문화센터에
소형가전 회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입구(15cm×40cm)에 들어가는 것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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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에 1회 월1회 월2회

※일회용 라이터는 2022년 1월부터 수거

(45리터 봉투에 들어가더라도 대형쓰레기로 배출)

전기제품
스키판 등 막대모양의 것

은 10개까지 묶어서 한

점으로 취급합니다.

생활용품

레저용품

자전거, 삼륜차, 일륜차, 유모자, 카시트, 낚싯대, 차양막, 빨래 건조 막대, 스키판,

골프용품, 서핑보드 등

대형쓰레기

(가구별 유료수거)

가구류 전기제품 생활용품・레저용품 패드・침구류 가구류 침대, 장롱, 책상, 의자, 좌식의자, 소파 등 응접세트, 책장, 그릇장, 경대, 옷장 케이스, 다다미 등

패드・침구류 이불, 매트리스, 러그, 카페트(전기카페트), 전기담요, 담요 등

●판매점 등에 문의 바랍니다.
쓰레기 종류 주요 처리상담창구

위험물・처리 곤란한 쓰레기(처리 불가능한 쓰레기)
사업계 쓰레기 배터리 구입점이나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전문점

TV(유기EL TV 제외) PC 소형가전 회수박스 음식점, 식료품점 등 각종 점포나 회사 자동차 부품 근처의 자동차수리공장・해체업체

부탄가스, 소화기 에어컨・세탁기 데스크탑 투입구(15cm×40cm) 사무실 등에서 나오는 사업계 일반폐기물 스프레이 캔 스프레이 캔에 적혀 있는 제조원

또는 일본 에어졸협회(℡03-5207-9850)

도료, 래커 디스플레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가스버너용 부탄가스 부탄가스에 적혀 있는 제조원 또는 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냉장고・냉동고・의류건조기 노트북 에 들어가는 것은 박스 (다 사용하지 못한 것)

등유, 폐유, 극약, 농약 리넷재팬의 택배 주십시오. (산업폐기물 제외) (유료) (다 사용하지 못한 것) 부탄가스 고객센터(℡0120-14-9996)

대형기계(농기구 등) 회수를 통해 무료로 시에서 허가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와 LP가스 LP가스에 적혀 있는 판매점, 효고현 LP가스협회(℡078-361-8064)

건축폐자재(기와・폐기물 등） 회수 가능한 경우가 계약해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유료) 소화기 소방설비취급점 또는 소화기재활용추진센터(03-5829-6773)

시멘트블럭, 콘크리트, 있습니다. 자세한 재활용・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 타이어, 시너, 페인트 구입점이나 판매점

※이 용지는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벽돌, 돌, 흙, 모래 등 내용은 홈페이지를 주십시오. (자원화가 가능한 종이류는 사업소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효고현 산업자원순환협회(℡078-381-7464)

주사기 등 확인 바랍니다. 자원화센터에 반입 가능합니다. (무료) (폐플라스틱, 건축폐기물, 폐자재 등) 또는 위탁업체 등에 문의 바랍니다.

2023년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방법・배출방법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가전재활용법・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분리를 하면 버려지는 쓰레기도 자원이 됩니다!

캔형광등・건전지

일회용 라이터

병 페트병 의류 종이류 자른 가지・풀

◎음료나 통조림, 과자 등의 캔은

물로 헹궈서 파란색 바구니 또는

갈색 바구니에 넣어주십시오.

◎부탄가스, 스프레이 캔은

내용물을 다 사용하고 나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에서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노란색 바구니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담아온 봉지, 포장지에서 쓰레기를

꺼낸 다음 종류별로 분리해서 각각의

바구니에 넣어주십시오.

①형광등(원형, 직관형 등)

※LED 형광등은 비소각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②건전지, 단추형 건전지, 리튬이온

건전지,니켈수소 건전지

③일회용 라이터, 오일 라이터, 

가스점화기

(최대한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뚜껑을 제거하여 물로 헹군 다음

3가지 색상으로 분리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단, 내용물을 헹굴 수

없거나 헹궈도 오염이 빠지지 않는

것은 비소각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찌그러뜨린 다음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뚜껑・라벨을 제거하고 물로 헹궈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뚜껑을 제거한

뒤에 남는 병목의 고리는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름류가 들어있던 것이나 헹궈도

오염이 빠지지 않는 것은 소각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비닐로 된 의류, 속옷, 커튼, 이불커버, 

시트는 소각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투명 또는 반투명의 내용물이 보이는

45리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4종류로 분리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①신문지(전단지 포함)

②박스

③잡지

잡다한 종이(작은 종이는 잡지에

끼우거나 쇼핑백에 넣어주십시오.)

④종이팩

◎끈으로 십자 모양으로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오염된 종이・냄새가 밴 종이, 감열지, 

기름종이 등은 소각 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자른 가지는 길이 1m 이내, 한 개당

두께 직경 10cm 이내, 한 묶음의 직경

30cm 이내로 만들어주십시오.

◎작은 가지・잡초・낙엽은 흙이나 모래・

진흙을 잘 털어서 무색 또는 반투명의

45리터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당부말씀】

의류는 비에 젖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수거일이 우천인 경우

가급적 배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출방법 검색

●깨진 것은 종이에 싸서 「キケン」(위험)이라 표시

파란색 바구니 갈색 바구니 노란색 바구니
부탄가스

스프레이 캔
파란색 바구니 갈색 바구니 노란색 바구니

기타 색상의 병갈색 병투명한 병

페트병 뚜껑
종이기저귀는

오물을 제거

한 개당 두께 10cm 이내

길이 1m 

이내
한 묶음의 직경

30cm 이내

시멘트블럭

폐유

타이어

금고

피아노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