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카와시 가정용 쓰레기 분리 수거안내

한국어판

쓰레기 버릴때의 룰

쓰레기는 정확히 분리해서 냅시다

쓰레기 스테이션은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두는 장소 입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므로 룰 위반 쓰레기가 있으면

주위분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룰과 매너를 지켜 정확히 분리하여 냅시다.

아사히카와시 환경부

１ 정확히 분리합시다

분리구분에 따라 정확히 분리해 주십시오.

２ 내용물이 잘 보이는 봉투를 사용합시다

투명 또는 반 투명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태울 수 있는쓱레기과 태울 수 없는쓰레기는 지정쓰레기 봉지에 노어 주

십시오.

３ 수거요일을 지킵시다

수거요일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４ 정해진 쓰레기 스테이션에 냅시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 스테이션(집적장)

에는 내지마십시오.

５ 정해진 시간에 냅시다

수거일 당일의 오전6시부터

오전9시 사이에 내 주십시오.



지역별 수거요일(교외지역을 제외)

문 의 처

쓰레기 수거에 관한 일○

아사히카와시 클린센터 전화 ３６－２２１３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에 관한 일○

아사히카와시 환경부쓰레기 감량추진과 전화 ２５－６３２４

지구명
태울수있는

쓰레기

태울수없는

쓰레기

종이제

용기포장

캔,유리병,

금속제-

주방용품

종이팩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대

형

쓰

레

기

건전지

골판지 페트병

형광관

미야시타-도리 초메1～25 , 조도리 초메1～11 1～25 ,

조2～9 -니시 아케보노 아케보노 키타 가메키치, , - , ,

도키와코엔 도키와도리 가미토키와 초 나카토키와 초, , - , -

긴세이 초 히가시 신토미 다이세쓰 도리 바루프 초- , , , - , - ,

아키즈키,류쯔단치,신세이-초,나가야마각조(JR세키호쿠본선

보다남쪽),미야마에도리-히가시 미야마에도리 니시， - ,

미나미,가구라, 가구라오카고엔, 슌코다이, 수에히로8조 초메의 일부2・3 ,

수에히로 조 초메8 4～6

화요일

・

금요일

격주월요일 격주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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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오카각조 초메1～4 , 도코각조 초메 교쿠신1～4 , ,

교투신초 가구라오카 미도리가오카 미도리가오카 히가시, , , - ,

미도리가오카 미나미 니시고료 니시카구라 하나사키초- , , , 5～7

초메,슌코각조 초메 스에히로각조 초메5～9 , 1～3 , 조 초메의 일부를(8 2・3

뺌 스에히로히가시각조 초메) , 1～12

월요일

・

목요일

격주금요일 격주금요일 수요일 화요일

도요오카각조5～11초메 도코각조 초메, 5～10 ,

히가시아사히카와 기타 히가시아사히카와 미나미- , - ,

고교단치 조 초메1 1・2 ,히가시아사히카와-초,

모토마치,가와바타-초,아사히마치,오오마치,호쿠몬-초,

니시키마치,미도리마치,지카부미-초,아사히가오카,

하나사키초 초메1～4 ,슌코-초 반치10 ,수미요시,슌코 초메1～4

월요일

・

목요일

격주화요일 격주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수에히로 조 초메 수에히로히가시 조 초메1～7 4～15 , 1 13～15 ,

나가야마각조(JR세키호쿠 본선보다 북쪽), 나가야마-초，

나가야마키타각조 초메6～11 ,히가시타카스,

히가시타카스-히가시,가무이, 주와,다이바, 다이바-히가시,

미나미가오카,다카사고다이 가무이, -초-주와,

가무이-초-다이바,다카사고다이

화요일

・

금요일

격주목요일 격주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에탄베쓰-초

화요일

・

금요일

격주수요일 격주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켄・유리병・종이팩・금속제주방용품

켄

음료수켄,통조림켄,식품류켄

물로 씻어 주십시오.

유리병

음료수병,조미료병,식품병 화장수병，

물로 씻어서 뚜껑을 떼어주십시오.

종이팩

우유팩등 속이 백색인 것

씻어서 펼침상태로 열어 십자형으로

묶어 주십시오.

주방용품(금속제)

냄비,주전자,후라이팬등

주방용품에 한합니다.

가정용 쓰레기 분별구분 과 낼떄 주의【 】 【 】

태울수 있는 쓰레기

※지정쓰레기 봉지(노랑색)에

넣어 주십시오.

부엌쓰레기

야채 부스러기,음식쓰레기등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주십시오.

피륙류

의류등

커튼등 긴 것은 잘라 주십시오.

종이류

휴지 편지봉투， ,종이기저귀등

종이기저귀 오물은 제거하여

주십시오.

식용유

종이나 천에 흡수 시키거나 응고제로

응고시킨 후에 냅시다.

낙엽등

낙엽이나 가는 가지등

흙을 털어 주십시오.

가지는 직경10cm미만,

길이50cm미만에 한합니다.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식별 마크

샴푸용기,마요네즈 튜브,계란 팩,가전제품을 보호한 발포 스티롤등 상품

을 넣고나 포장할 때 사용한 용기나

포장이 플라스틱제인 것

대형 쓰레기

대형 쓰레기란 제품으로서의 형상이 있고,

길이또는 직경이 대체로50cm이상250cm미만으로,

중량이100kg미만의 물건을 말합니다.

전화신고에 의한 가구별 수집(유료)

쓰레기 스테이션에는 내지 마십시오.

접수전용전화번호

태울수 없는 쓰레기

※지정쓰레기 봉지(녹색)에

넣어주십싱오.

피혁・고무류

가방,구두등

유리류

컵,화장품 약제병등・

판지등으로 싸 주십시오.

금속류

스프레이캔,부엌칼등

스프레이캔은 완전히 사용한 다음

물 속에서 구멍을 뜷어 주십시오.

날붙이는 판지등으로 싸 주십시오.

도자기

식기,꽃병등

플라스틱류

양동이,장난감등

라이터는 딴 봉투에 넣어서

「ライター(라이터) 라고표시해 주십시오」 .

종이제 용기포장

식별 마크

과자나 일용품 의약품의 종이상자・ ,요구르트의 종이 컵,

백화점의 종이봉지나 포장지등 상품을 넣고나 포장할때

사용한 용기나 포장이 종이제인 것

페트병 식별마크

음료수・술종류・간장용페트병

뚜껑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라벨은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또는 종이제 용기포장으로 분리.

건전지(체온계를 포함함)

내용물이 잘 보이는 봉투에 넣고「乾電池(간덴치) 나」

「体温計(다이온게) 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

통형건전지

보턴형전지나 충전식전지는

판매점 회수박스속에 넣어 주십시오.

수은체온계

골판지 식별 마크

접어서 십자형으로 묶고 봉투에 넣지않고

내 주십시오.

형광관

구입시의 상자에 넣고나 투명 또는 반 투명의

비닐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전구,환형 형광관은 태울수 없는 쓰레깁니다.

환형 관 직관

3 6 - 5 3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