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방법(하카타지구, 세키젠(関前)지구를 제외한다)
이마바리시(今治市)에서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 타지않는 쓰레기, 연질 플라스틱 쓰레기, 대형쓰레기, 자원 쓰
레기, 유해 쓰레기, 위험한 쓰레기에 정확히 분별하고, 각각 정한 장소와 시간에, 결정된 방법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룰을 지키지 않고 내놓은 쓰레기는 수집되지 않고, 악취를 풍기거나,또 쓰레기 집적소를 청소할 수 없거나고 근처
이웃에게 대단히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 「쓰레기 배출방법」을 참고에, 보기 시작하기의 룰을 지키도록 주의합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마바리
시(今治市) 관청 재활용 추진과 (℡0898-36-1534) 또는 각출장소주민복지과까지, 일본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종류

수집 방법

수집
회수

수집 용기
종류

타는 쓰레기

스테이션 방식

자치회 (살고 있
는 지역)마다 집
적소, 수집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본어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을
타지않는 쓰레기 통해서, 이웃사람
이나 이마바리시
(今治市) 관청 재
활용 추진과 (℡
0898-36-1534)인
가 각출장소주민
복지과까지 문의
연질 플라스틱 해 주십시오.
쓰레기

대형쓰레기

호별수집 방식

주 2회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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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
정

주 1회

주 1회
（일부
지역은
월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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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레
기
봉
투

중용량 30ℓ
（10장 세트200엔 ）
녹색

소용량 20ℓ
（10장 세트150엔）

・이마바리시(今治市)
내의 슈퍼, 편의점, 각
종상점등에서 구입해
백색 주십시오.

내놓을 수 있는 것 ·낼 때의 주의
（내놓을 수 있는 것 ）
・부엌 쓰레기, 휴지, 초목, 목제품류, 재이용할 수 없는 천류, 가죽제
품류등
（낼 때의 주의 ）
・자원 쓰레기는 내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자주(잘) 뺀다.
・긴 것은 50㎝이하에 자른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자원쓰레기이외의 병류•통류•페트병, 금속류, 도자기류, 유리류, 단
단한 플라스틱류, 고무 제품류, 소형가전제품※등
（낼 때의 주의 ）
・자원 쓰레기는 내지 않는다.
・스프레이 통, 카세트 봄베등은 내용을 다 써서 구멍을 뚫고나서 낸
다.
・긴 것은 50㎝이하에 자른다.

（내놓을 수 있는 것 ）
・랩류, 폴리에틸렌 봉지류, 부드러운 플라스틱 용기류, 트레이류, 컵
류, 인터넷류, 튜브류등
（낼 때의 주의 ）
・내용을 남기지 않고, 가볍게 물세척을 한다.
・튜브류의 캡·뚜껑은 연소 여위지 않는 쓰레기로 낸다.
・긴 것은 50㎝이하에 자른다.
（내놓을 수 있는 것 ）
・가구, 가전제품※등, 대사이즈의 지정 봉투에 넣어서, 봉투의 입을
다물 수 없는 크기의 쓰레기 또는 지정 봉투에 들어가도 들어 올리
전화로 신청하고, 품목에 따른 금액 면 봉투가 찢어지는 것 같은 무거운 쓰레기
의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하고, （낼 때의 주의 ）
대형쓰레기에 붙이고 있기 시작한다.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과 PC는, 시에서는 회수할
（1점에 대해서 300엔, 특히 큰 것에 수 없다. ※
대해서는 1점 600엔 ）
・살고 있는 지역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본
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대형쓰레기 접수 센터(℡089825-5300)인가 사시는 각출장소주민복지과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과 PC의 처분에 대해서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과 PC는 시에서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가전판매점에 의뢰해서 처분해 주십시오.
또, PC에 대해서는 제조 메이커에 처분을 의뢰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C3R추진 센터에. ℡03-5282-7685)

○다음 가전제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요금이 걸립니다.
텔레비전(브라운관, 액정, 플라즈마) ・・・ ２，９００円정도
세탁기

・・・ ２，６００円정도

의류건조기

・・・ ２，５００円정도

냉장·냉동고

・・・ ４，９００円정도

에어컨

・・・ １，６００円정도

（모두 별도운반료, 부가세, 절하료 등이 걸립니다. ）

종류

수집 방법

수집
회수

수집 용기

（내놓을 수 있는 것 ）
・음식품이 들어 있었던 병, 화장품 병
（낼 때의 주의 ）
전용의 컨테이너(황색)에 3색 (무색, ・음식품·화장품용의 병이라도 기름 성분이 많은 것은, 타지않는 쓰
다갈색,기타)에 나누고, 그대로 넣어 레기로 낸다. (예:불고기의 늘어뜨림, 드레싱류등)
・내용을 남기지 않고, 캡·뚜껑을 풀고, 안을 가볍게 물로 세척한다.
서낸다.
・캡·뚜껑은 연소 타지않는 쓰레기로 낸다.
・맥주 병이나 1말 병등, 씻는것만으로 되풀이해 사용할 수 있는 병은
판매점에 되돌린다.

무색
병 다갈색
기타

（내놓을 수 있는 것 ）
・음식품이 들어 있었던 통(애완동물의 먹이나 과자의 통도 포함한
그물주머니(청색)에 그대로 넣어서 다)
낸다.
（낼 때의 주의 ）
・내용을 남기지 않고, 가볍게 물세척을 한다.

통

자
원
쓰
레
기

（내놓을 수 있는 것 ）
・음식품이 들어 있었던 페트병
스테이션 방식
（낼 때의 주의 ）
그물주머니(녹색)에 그대로 넣어서 ・음식품용의 페트병에서도 기름 성분이 많은 것은, 타지않는 쓰레기
페트병
낸다.
자치회 (살고
로 낸다. (예:불고기의 늘어뜨림, 드레싱류등)
・내용을 남기지 않고, 캡·뚜껑을 풀고, 안을 가볍게 물세척을 한다.
있는 지역)마다
・캡·뚜껑은 연소 타지않는 쓰레기로 낸다.
집적소, 수집일
（내놓을 수 있는 것 ）
이 정해져 있으
・신문지·잡지·골판지·종이 팩(안쪽이 눈)
신문
므로, 일본어를
（낼 때의 주의 ）
이야기할 수 있
・비내리는 날에는 내지 않는다. (재활용 하우스가 있는 지구(地区)는
는 분을 통해서,
제외한다)
종 잡지
월 2회
・접어 넣음 광고, 광고지는 신문지와 함께 낸다.
근처이웃사람
이
・골판지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이외의 물건(검 테이프등)은, 떼고나
골판지 이나 이마바리
류
서 낸다.
(종이박
시(今治市)
관
・포장지, 종이 상자, 종이 봉지는 잡지로서 있기 시작한다.
스)
종류마다
끈으로
십자(十字)로
묶고,
청 재활용 추진
・종이 팩은 씻고, 열리고, 말리고나서 낸다.
그대로 넣어서낸다.
・안쪽이 은색의 종이 팩은 타는 쓰레기로 낸다.
종이 팩 과 (℡08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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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을 수 있는 것 ·낼 때의 주의

스프레이
캔(통)
가스 봄베
캔(통)

1534)인가 각출
장소주민복지
과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내놓을 수 있는 것）
・의류, 천류, 시트, 타올, 모포, 기모노등
（낼 때의 주의 ）
・비내리는 날에는 내지 않는다. (재활용 하우스가 있는 지구(地区)는
제외한다)
・솜들어가기, 털실제품은 타는 쓰레기로 낸다.
・이불이나 카페트는 대형쓰레기에서 낸다.
전용의 컨테이너(황색)에 그대로 넣
어서낸다.

（낼 때의 주의 ）
・버튼형 전지, 충전식 전지는 내지 않는다. (판매점에 되돌리는 것)

（낼 때의 주의 ）
전용의 컨테이너(황색)에 그대로 넣 ・형광관과 수은체온계는 같은 컨테이너에 낸다.
・깨진 형광관은, 종이로 싸는등 위험방지를 하고, 타지않는 쓰레기
어서낸다.
로 낸다.
（낼 때의 주의 ）
전용의 컨테이너(황색)에 그대로 넣 ・내용물을 다쓰고 구멍을 뚫고나서 낸다.
・캡 뚜껑은 타지않는 쓰레기로 낸다.
어서 낸다.

○이마바리시(今治市) 관청출장소주민복지과
○아사쿠라(朝倉) 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8-56-2500

○다마가와(玉川) 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8-55-2211

○나미카타(波方) 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8-41-7111

○오니시(大西) 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8-53-3500

○기쿠마(菊間) 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8-54-3450

○요시우미(吉海)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7-84-2111

○미야쿠보(宮窪) 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7-86-2500

○하카타(伯方)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7-72-1500

○가미우라(上浦)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7-87-3000

○오미시마(大三島)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7-82-0500

○세키젠(関前) 출장소 주민복지과

℡ 0897-88-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