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물과 쓰레기 분리 방법ㆍ배출 방법 2015년 발행

◎수거일 아침 8시 30분까지 집적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지정일 이외에 배출된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시로이시

분리 수거일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 방법

자
원
물

매주

요일

공휴일 회수합니다

병류
●음료나 식품이 들어 있던 병
　주스, 맥주, 술, 김, 조미료, 영양 드링크, 인스턴트 커피 등

ㆍ 뚜껑을 분리한 후 안을 물로 가볍게 씻어 주십시오
ㆍ 금속 재질 뚜껑은 ‘타지 않는 쓰레기’, 플라스틱 

재질 뚜껑은  ‘플라스틱 재질 용기 포장류’로 
배출해 주십시오

ㆍ 깨진 병 , 화장품병 , 농약이 들어 있던 병 , 내열 
유리는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집
적
소
의 

전
용 

봉
투

캔류

●음료나 식품이 들어 있던 캔 ㆍ 안을 물로 가볍게 씻어 주십시오
ㆍ 기름ㆍ농약ㆍ살충제ㆍ스프레이ㆍ페인트 캔 , 녹슨 

캔 등은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알루미늄 캔 주스, 맥주 등

스틸 캔 통조림, 과자, 김, 주스 등

페트병
●PET 마크가 있는 병 모양의 것
　음료용, 주류용, 간장용

ㆍ 뚜껑이나 라벨을 분리한 후 , 안을 물로 가볍게 씻어 
주십시오

ㆍ 뚜껑이나 라벨은 ‘플라스틱 재질 용기 포장류’로 
배출해 주십시오

ㆍ 페트병은 가능한 한 압착해 주십시오

집
적
소
의 

그
물
주
머
니

플라스틱 재질
용기 포장류

●플라스틱 마크가 있는 용기나 포장 ㆍ 물로 가볍게 씻어 주십시오
ㆍ 심하게 더러운 것은 ‘타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ㆍ 포장의 완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으로 큰 

것은 시가 지정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크기로 
나누어 주십시오

ㆍ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아닌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타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지
정 

쓰
레
기
봉
투

접시ㆍ팩류 식품 접시, 계란이나 딸기 팩

컵ㆍ케이스류 컵라면이나 푸딩ㆍ젤리 등의 용기

튜브류 마요네즈ㆍ케첩 등의 용기

봉지ㆍ랩류 비닐 봉지, 접시의 랩, 빵 등의 봉지

병류 소스, 세제ㆍ샴푸 등의 용기

뚜껑류 페트병 등의 뚜껑

포장재 등 그물주머니, 포장의 완충재 등

종
이
류

신문 신문, 전단지 광고 ㆍ 종이 팩은 물로 씻은 후 , 펴서 말려 주십시오
ㆍ 비닐 , 셀로판은 제거해 주십시오
ㆍ작은 종이는 봉투 등에 넣어 주십시오
주 ) 비가 오는 날은 다음 주의 수거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끈
으
로 

묶
는
다

골판지 단면이 물결 모양인 것

종이 팩 우유나 각종 음료용

잡지 서적, 주간지, 단행본 등

기타 종이
과자 등의 상자, 포장지, 봉투, 복사지, 카본지, 감열지, 종이 접시, 
종이컵, 금종이, 은종이, 일본 종이, 반지 등

헝겊류
ㆍ의복(코트, 점퍼, 스웨터 등)
ㆍ수건
ㆍ시트

ㆍ 투 명 하 거 나 반 투 명 봉 투 또 는 시 가 지 정 한 
쓰 레 기 봉 투 ( 플 라 스 틱 재 질 용 기 포 장 류 ) 에 

‘布類 ( 헝겊류 )’로 표시해 주십시오
주 ) 비가 오는 날은 다음 주의 수거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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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명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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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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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쓰레기 요리 쓰레기, 잔반, 조개껍데기, 생선뼈 등 ㆍ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ㆍ 나뭇가지는 굵기 3cm, 길이 45cm 이내로 잘라 

묶으면 그대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ㆍ 대나무 꼬치 등 날카로운 것은 종이 등에 싸 

주십시오
ㆍ 일회용 라이터는 반드시 끝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지
정 

쓰
레
기
봉
투

휴지류 더러워진 종이, 압착 엽서, 냄새가 밴 종이 등 자원이 되지 않는 종이

초목류 잡초, 정원수의 가지, 낙엽, 판자 조각 등

플라스틱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장난감, 일회용 라이터 등

가죽ㆍ고무류 구두, 가방, 란도셀(멜빵가방), 고무호스 등

기타 봉제 인형, 건조제, 냉각제, 일회용 손난로

타
지 

않
는 

쓰
레
기

매월 제1ㆍ3

요일 
공휴일 회수합니다

도자기류 밥공기, 접시, 화분 등 ㆍ 부엌칼 , 면도날 , 깨진 유리 등 날카로운 것은 종이 
등으로 싸서 ‘危険物 ( 위험물 )’이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주 ) 스프레이 캔 , 휴대용 부탄가스통은 반드시 끝까지 
사용한 후 구멍을 내 주십시오 (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 스프레이 캔 , 휴대용 부탄가스통 중 압착할 수 있는 캔은 
가능한 한 압착한 후 배출해 주십시오

지
정 

쓰
레
기
봉
투

유리류 판유리, 컵, 화장품병, 기름병, 전구 등

금속류 스프레이 캔, 휴대용 부탄가스통, 기름 캔,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뚜껑, 칼 등

소형 가전제품 전기밥솥, 전화기 등으로 소형 가전제품의 회수 박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

기타 우산, 철사, 철사 옷걸이, 전기 코드 등

ㆍ형광등
ㆍ 다른 쓰레기와 섞지 말고 투명한 봉지에 넣거나 

새것으로 교체했을 때의 상자에 넣어 주십시오 투
명 

봉
지ㆍ수은 체온계

ㆍ 다른 쓰레기와 섞지 말고 투명한 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대
형 

쓰
레
기

유료
전화 신청 방식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491-4753으로

가구류 책상, 의자, 옷장, 침대 프레임 등 ㆍ 대형 쓰레기의 수거는 유료ㆍ전화 신청 방식입니다
ㆍ 전화 신청 후 , 요금분의 처리권을 대형 쓰레기에 붙여 주십시오
ㆍ 수거일에 지정 장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 공동 주택의 경우는 지정 

집적소가 됩니다 )
ㆍ 직접 인자이 클린 센터에 자동차 ( 오토바이ㆍ자전거로는 반입 

불가 ) 로 반입하는 경우 , 시청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 별책 ‘가정의 대형 쓰레기 배출 방법’ 팸플릿에 처리 수수료 

일람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대형 쓰레기로 시의 지정 봉투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봉투에 넣어 타는 쓰레기 또는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조명 기구, 청소기, 전자레인지, VTR, 선풍기, 스테레오, 팬히터 등

창호류 장지, 맹장지, 방충망 등

침구류 이불, 카펫 등

기타 자전거, 스키보드, 석유난로, 가스레인지 등

폐소형 
가전제품

휴대 전화류 휴대 전화 단말기, PHS 단말기 ㆍ 가로 30cm ×세로 15cm 미만입니다
ㆍ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먼저 데이터를 삭제해 주십시오
ㆍ 전지 , 전구 등은 분리한 후 배출해 주십시오
ㆍ 회수 박스의 투입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ㆍ 회수 박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분리 규칙에 따라 

배출해 주십시오
ㆍ 일단 회수 박스에 투입한 것은 반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PC류 퍼스널 컴퓨터(모니터 포함)

카메라류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필름 카메라

영상용 기기 HDD 리코더, DVDㆍBD 리코더/플레이어 등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USB 메모리, 메모리 카드 등

게임기 거치형 게임기, 휴대형 게임기 등

이용용 기기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전기면도기 등

음향 기기 CD/MD 플레이어, 헤드폰, 이어폰, 보청기 등

기타
라디오, 손전등, 전자 서적 단말기, 전자 체온계, 전자식 탁상 계산기, 
전자사전, 시계, 카 내비게이션, 케이블 등의 부속품 등

다음 시설에 회수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보건 복지 센터, 문화 센터, 시로이역 앞 센터, 니시 시로이 복합 센터, 후지 센터, 
　　 사쿠라다이 센터, 시로이 커뮤니티 센터, 공민 센터

건전지
다음 시설에 회수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보건 복지 센터, 문화 센터, 시로이역 앞 센터, 니시 시로이 복합 센터, 후지 센터, 
　　 사쿠라다이 센터, 시로이 커뮤니티 센터, 공민 센터, 복지 센터

ㆍ 건전지만 회수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ㆍ 충전식 전지나 버튼 전지는 전기점 등에 설치된 회수 박스로 

배출해 주십시오

폐식용유
다음 시설에 회수 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로이역 앞 센터, 니시 시로이 복합 센터, 후지 센터, 사쿠라다이 센터, 
　　 시로이 커뮤니티 센터, 공민 센터, 복지 센터, 시미즈구치 보육원, 미나미야마 보육원

ㆍ 회수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ㆍ 튀김 찌꺼기는 넣지 마십시오
ㆍ 식물성 기름에 한합니다

※뒷면에 지구별 수거표 및 시에서 수거할 수 없는 쓰레기 일람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에 대해
　이사나 대청소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많은 쓰레기가 나올 때는 직접 인자이 클린 센터에 반입하거나 시내의 폐기물 처리 업체(뒷면 참조ㆍ유료)에 수거를 의뢰해 주십시오
※인자이 클린 센터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반입 허가증을 발행(평일에만)하므로 반드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는 유료입니다)

쓰레기 집적소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소로, 집적소를 이용하는 여러분에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시다.

<이 용지는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가 표시입니다

이 마크가 
표시입니다

이 마크가 
표시입니다

환경과　깨끗한 거리 조성반　492-1111



지구별 수거표
분리 수거일 수거 지구

자
원
물
매
주

월요일 토미가야, 미나미야마, 호리고메, 이케노카미 1쵸메, 사사즈카

화요일 난엔, 사카에, 후지 자치회, 후지 히가시 자치회, 후지 니시 자치회, 키, 오리타테, 토미츠카, 나카, 나나츠기다이, 노구치

수요일 시시바, 공업 단지 자치회, 나우치, 코나우치, 이마이, 카와라고, 히라츠카, 토요이치, 키요도, 야타, 이케노카미 2ㆍ3쵸메, 
사쿠라다이

목요일 카미 나가토로, 호메, 토미가사와, 후쿠욘쵸카이, 시로이 키도, 시로이 키도 자치회, 시미즈구치, 오오야마구치, 
케야키다이

금요일 시로이, 시모 나가토로, 나나츠기, 치구사 자치회, 나카 키도, 다이마츠 자치회, 니시 시로이

타
는 

쓰
레
기

매
주

월ㆍ목요일 시시바, 시로이, 시모 나가토로, 나나츠기, 치구사 자치회, 나카 키도, 다이마츠 자치회, 난엔, 사카에, 후지 자치회, 후지 히가시 자치회, 후지 니시 자치회, 키, 
오리타테, 토미츠카, 나카, 공업 단지 자치회, 나우치, 코나우치, 이마이, 카와라고, 히라츠카, 토요이치, 키요도, 야타, 나나츠기다이, 사쿠라다이, 노구치, 니시 시로이

화ㆍ금요일 카미 나가토로, 호메, 토미가야, 토미가사와, 후쿠욘쵸카이, 시로이 키도, 시로이 키도 자치회, 시미즈구치, 오오야마구치, 
케야키다이, 미나미야마, 호리고메, 이케노카미, 사사즈카

타
지 

않
는 

쓰
레
기

매
월 

제
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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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시미즈구치, 오오야마구치, 케야키다이

화요일 시시바, 히라츠카, 토요이치, 키요도, 야타, 사쿠라다이

수요일 시로이, 시모 나가토로, 카미 나가토로, 호메, 토미가사와, 후쿠욘쵸카이, 시로이 키도, 시로이 키도 자치회, 나나츠기, 치구사 자치회, 나카 키도, 
다이마츠 자치회, 난엔, 사카에, 후지 자치회, 후지 히가시 자치회, 후지 니시 자치회, 키, 오리타테, 토미츠카, 나카, 나나츠기다이, 노구치, 니시 시로이

목요일 토미가야, 미나미야마, 호리고메, 이케노카미, 사사즈카

금요일 공업 단지 자치회, 나우치, 코나우치, 이마이, 카와라고

대
형 

쓰
레
기

유료
전화 신청 방식

대형 쓰레기 신청 접수 센터 전용 전화번호　491-4753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 수거일 ‘매월 제1ㆍ3’이란 그달의 첫 번째, 세 번째 각 수거 요일입니다(각 달의 첫 번째, 세 번째 주가 아닙니다)

시에서 수거할 수 없는 쓰레기
타이어, 배터리, 소화기, 가스통, 스프링 
매 트 리 스 ,  콘 크 리 트  블 록 ,  벽 돌 ,  흙 , 
오토바이(원동기 장착 포함), 자동차 부품, 
내화 금고, 의료 폐기물(주삿바늘 등) 등
※ 판매점 또는 아래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유료)
※ 의료 폐기물은 인바군시 약제사회(043-483-

5810) 또는 시내의 보험 약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가전재활용법 대상 품목 PC
(폐소형 가전제품 회수 박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

TV, 에어컨, 냉장고ㆍ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ㆍ 각 제조사의 접수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ㆍ 조립 PC나 철수한 제조사의 제품은 PC 3R 

추진 협회 (03-5282-7685) 또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유료. PC 마크가 있는 것은 무료)

■시내 폐기물 처리 업체
ㆍ(유)오오쿠보 청소　492-0120　　 ㆍ(유)시로이 청소　492-0768　　ㆍ(유)시로이 환경 서비스　492-0769
ㆍ도시 환경 서비스(주)　491-4751　ㆍ야마구치 청소(유)　491-1845　ㆍ(주)마루코(시로이 공장)　492-4899

■ 가전재활용법 대상 품목
(새로 구입한 경우)　　　 판매점에 인수를 의뢰해 주십시오
(새로 구입 이외의 경우)　구입한 판매점 또는 아래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ㆍ(유)오오쿠보 청소　492-0120　　　 ㆍ(유)시로이 청소　492-0768　
　　　　　　　　　　　　　ㆍ(유)시로이 환경 서비스　492-0769　ㆍ야마구치 청소(유)　491-1845
(재활용 요금)　　　　　  재활용 요금 및 수거 운반비가 필요합니다

가전 재활용은 고객님이 직접 재활용 요금을 우체국에 납부한 후 근처의 지정 인수 장소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1. 우체국에서 ‘가전 재활용권 납부표’를 받아 온다.
2. 납부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재활용 요금(소비세 포함)을 지불한다.
3. 우체국에서 받은 ‘우편대체 납부 접수 증명서’를 위에서 네 번째 장에 붙인다.
4. 세 번째 장 ‘배출자 보관용’은 잘라 둔다.
5. 처분할 가전제품 본체의 지정 위치에 ‘가전 재활용권’을 붙인다.
6. 근처의 지정 인수 장소로 가져간다.
※지정 인수 장소는 시청 환경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위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와 배출 요일이 잘못된 쓰레기 등은 붉은색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분리 등을 하여 다시 배출해 주십시오.

■시로이시의 부탁 말씀
　스프레이 캔이나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수거차의 화재 사고가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원물과 쓰레기 분리 방법ㆍ배출 방법’을 확인하여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켜 주십시오.
(스프레이 캔이나 휴대용 부탄가스통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구멍을 뚫어 타지 않는 쓰레기 배출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