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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이    즈즈즈즈    미미미미    시시시시    

28년 2 월 

문의처문의처문의처문의처    이즈미시청이즈미시청이즈미시청이즈미시청    생활환경과생활환경과생활환경과생활환경과 99999999----8122812281228122((((직통직통직통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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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세이헤이세이헤이세이헤이세이 27272727년년년년 10101010월월월월 1111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일상일상일상일상    ((((가연가연가연가연) ) ) )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가가가가    유료화유료화유료화유료화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일상(가연)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이즈미시의 유료지정 비닐봉지로 쓰레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지정 비닐봉지 종류는 4 종류(45 리터, 20 리터, 10 리터, 5 리터)가 있습니다. 

 비닐비닐비닐비닐    봉지봉지봉지봉지        종류종류종류종류           45454545 리터리터리터리터           20202020 리터리터리터리터           10101010 리터리터리터리터           5555 리터리터리터리터        

  판매판매판매판매    가격가격가격가격        

    (10(10(10(10 장장장장    들어있음들어있음들어있음들어있음))))    
450450450450            200200200200                100100100100            50505050         

 

●유료지정 비닐봉지 판매는 근처에 있는 약국, 슈퍼마켓, 상점, 편의점, 농협, 

쌀가게,우체국, 등 「이즈미시 유료지정 비닐봉지 및 소다이고미(큰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 (헤이세이 28 년 1 월 31 일 현재 228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원물」및 「신 분별」은 계속 무료 (무색투명 또는 백색반투명의 45 리터 이하의  

비닐봉지) 입니다. 

    

「「「「                 」」」」    

＜「＜「＜「＜「쓰레기를쓰레기를쓰레기를쓰레기를    낼낼낼낼    때의때의때의때의    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    규칙규칙규칙규칙」」」」    이이이이    지키지지키지지키지지키지    않않않않는는는는    경우에는경우에는경우에는경우에는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수거를수거를수거를수거를    할할할할    

수수수수    없으니까없으니까없으니까없으니까    협력을협력을협력을협력을    부탁부탁부탁부탁    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    

◎「일상(가연)쓰레기」를 낼 때에는 유료지정 비닐봉지(45리터, 20리터, 10리터, 5리터 

중에서)로 쓰레기를 내 주십시오, 

◎「자원물」및 「신 분별」을 낼 때에는 무색투명 또는 백색반투명의 45 리터 이하의 

비닐봉지로 쓰레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 (황색이나 노란색 등 색이 

있는 비닐봉지, 45리터를 넘는 비닐봉지, 골판지 상자 등)을 쓰레기로 내지 마십시오, 

◎ 운반하기 쉽도록 쓰레기 비닐봉지 입구를 단단히 매어 주십시오, 

◎ 쓰레기는 종확하게 분별해서 내 주십시오, 

◎쓰레기는 원칙, 당일의 아침 6 시까지는 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캔, 병, 페트보틀 등은 긴단하게 물로 씻어서 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등 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는 충분히 물을 빼서 내 

주십시오, 

◎면도칼, 꼬챙이, 바늘 등 뽀족한 것은 점착 테이프나 종이 등으로 싸서 위험하지 

않도록 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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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분리수거분리수거분리수거분리수거    방법방법방법방법    

쓰레기 수거는 각 가정으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호별 수거와, 고별 수거가 지형적으로 

곤란한 지역이나 장소 및 집합주택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낼 스테이션이 수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판매점이나 주변 사람들이 낼 상황에 따라서 호별 수거인지 

스테이션 수거인지 확인하시고 쓰레기를 내주십시오, 

 

 

일상일상일상일상((((가연가연가연가연) ) ) )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컵면 용기), 종이류 (더러워진 휴지, 더러워진 

골판지, 슈레더한 종이 등), 비닐 ・ 플라스틱류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CD, 

석유폴리용기 등), 피혁류(구두,가방, 벨트 등),섬유 쓰레기(방석,내복,속옷,양말,커튼,걸레, 

베게 등)작은 목재품, 낙엽,고무제품,종이 기저귀, 사용이 끝난 일회용 라이터,사용 후인 

회로 등. 

 

    

 

◎유료지정 비닐봉지(45 리터, 20 리터, 10 리터, 5 리터,중에서)로 쓰레기를 내 주십시오, 

◎유료지정 비닐봉지는 찍어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조금만 찢어진 경우에는 

찍어진 부분을 점착테이프 등으로 보강하고 사용해 주십시오,점착테이프 등으로 

보강이 불가능할 때는 찢어진 유료지정 비닐봉지와 같은 용량(같은 용량 비닐봉지가 

없을 때는 같은 용량 정도로 묶고)무색투명 또는 백색반투명 쓰레기 비닐봉지를 

사용해 안의 유료지정 비닐봉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주십시오,  

◎일상 쓰레기 안에 페트병,캔,병,금속류이 섞여서 분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쓰레기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주의 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물 뺌]을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잡지,골판지,헌 천류」는 지역의「집단회수」또는 「신 분별수집」에 내 

주십시오, 

◎「종이 기저귀」는 부착된 오물을 화장실에 버리고 내 주십시오, 

◎「애완 오물」은 일상 쓰레기로 내 주십시오, 

◎「식용유」는 폐유처리제로 굳히거나 또는 종이나 천에 스며들게 해서 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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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일상일상일상    쓰레기의쓰레기의쓰레기의쓰레기의    정원쓰레기정원쓰레기정원쓰레기정원쓰레기    ((((낙엽낙엽낙엽낙엽, , , , 나뭇가지나뭇가지나뭇가지나뭇가지), ), ), ), 나무나무나무나무    조각조각조각조각, , , , 대나무대나무대나무대나무    등을등을등을등을    낼낼낼낼    방법방법방법방법    〉〉〉〉        

일상 쓰레기로 정원 쓰레기를 낼 때는 한 번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 다음 

①,②상태로「5 묶음 이내」 또는「5 봉지 이내」또 양쪽 있을 경우에는 5 개 

이내(3 묶음하고 2 봉지,4 묶음하고 1 봉지 등)로 쓰레기를 내 주십시오,(5 개를 넘는 

경우에는 몇 번에 나누어서 내 주십시오) 

①나뭇가지 및 나무조각은 한 개의 두께가 10 센치 이내, 길이가 1 미터 이내로 잘라서 

직경 30 센치 이내로 묶고 20 리터의 유료지정 비닐봉지를 묶고 흙을 털어서 내 

주십시오. 

②작은 나뭇가지나 나무조각은 흙을 잘 털어서 유료지정 비닐봉지로 내 주십시오, 

 

 

 

자원물품자원물품자원물품자원물품    등등등등        ( ( ( ( 캔캔캔캔, , , , 병병병병,,,,건전지건전지건전지건전지・・・・스프레이캔스프레이캔스프레이캔스프레이캔・・・・도자기도자기도자기도자기,,,,유리유리유리유리    등등등등    ))))    

 

   
 

하기의 3 종류에 분별하고 무색투명 또는 백색반투명의 45 리터 이하의 봉지에 넣어서 

내 주십시오, 

①알류미늄 캔,스틸캔, 과자나 김이 들어있던 캔,병 건전지, 

②스프레이캔,카세트봄베, 

③도자기,유리류(토기냄비, 화분, 식기류 등)전구,점등관, 

◎「유리 등」은 위험하지 않도록 내 주십시오,(선단이 뾰족한 물건은 신문지에 싸 

주십시오) 

◎「드럼통」은 소다이고미(큰 쓰레기)로 신청하십시오, 

◎맥주병・술병 등은 판매점이 가져가도록 해 주십시오, 

〈주의!〉 

「스프레이캔이나 카세트봄베 등」은 내용물을 다 쓴 다음에 다른 비닐봉지로 내도록 

협력해 주십오,안에 남아있으면 수집차량의 파렬이나 화재가 발생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반드시 다 쓴 후에 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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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형광등형광등형광등의의의의    처처처처리리리리방법에방법에방법에방법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형광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신청제(무료)입니다,회수는 /소다이고미(큰 

쓰레기)센터에 신청해 주십시오, 

 

 
 

소다이고미(큰 쓰레기)접수텐터 

     전화번호    0800-300-5374(통화요금 무료) 

     (휴대폰이나 PHS 등에서는 0725-45-3570(통화요금 무료) 

     FAX   0800-700-0530(통화요금 무료) 

     인터넷   https://s-kantan.com/sodai-osaka-izumi-u/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오후 4 시까지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 연시(12 월 29 일～1 월 3 일까지) 

 

형광등에는 조금이지만 수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깨지 말고 내 주십시오, 

1.직관형 형광등, 환형 형광등, 전구형 형광등으로 깨지지 않은 것. 

2.형광등은 구입시 등의 케이스나 상자에 넣어 깨지지 않도록 내 주십시오, 

3.접수번호・이름을 기입한 것(종이 등)을 붙여서 내 주십시오, 

* 깨진 형광등,전구,글로전구는 종래 대로 자원물(캔・병)등으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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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별신분별신분별신분별        ((((페트병페트병페트병페트병, , , , 플라플라플라플라스틱용기스틱용기스틱용기스틱용기, , , , 종이류종이류종이류종이류, , , , 헌헌헌헌    옷옷옷옷    등등등등    ))))    

    

밑에 쓰인 4 종류로 분별해서 무색투명 또는 백색반투명의 45 리터 이하의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 주십시오, 

① 페트병(음료용 만) 

② 식품포장 용기,(발포스틸제)플라스틱 병,달걀 용기(플라스틱제),페트병 뚜껑, 

③ 신문 (광고지)・잡지 (서적),골판지・우유팩・기타,종이류 

④   헝겊(헌 옷) 

 

 

 

〈〈〈〈페트병페트병페트병페트병    버리는버리는버리는버리는    방법방법방법방법〉〉〉〉    

◎페트병 용기는 물로 씻은 후 페트병 용기만 무색투명 또는 백색 반투명한 45 리터 

이하의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 주십시오,  

◎「페트병 뚜껑」은 「식품포장용기나 플라스틱 용기 등」의 봉지에 넣어서 함께 내 

주십시오, 

◎「페트병 라벨」은 「일상 쓰레기」로 내 주십시오, 

◎음료용 이외의 페트병은 「일상 쓰레기」로 내 주십시오, 

    

<<<<식품식품식품식품    용기용기용기용기・・・・플라스틱플라스틱플라스틱플라스틱    병병병병・・・・달걀달걀달걀달걀    용기를용기를용기를용기를    낼낼낼낼    때의때의때의때의    방법방법방법방법>>>> 

◎「식품포장 용기와 프라스틱 용기」는 물로 씻은 후 식품 포장 용기와 프라스틱 

병(페트병의 뚜껑 포함)과 달걀 용기를 무색투명 또는 백색 반투명 45 리터 이하의 

봉지에 넣어서 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식품포장 용기는 야채,쇠고기류,생선류의 발포스티롤제의 식품 용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보틀이라는 것은 부엌용 세제,화장실용 세제,목욕탕용 세제,샴푸,린스 등의 

플라스틱 보틀입니다, 

◎「발포 스티롤의 난충재나 상자」는 일상 쓰레기로 내 주십시오, 

◎「인스턴트 컵면 용기,기름 용기,낙토 용기 등」은 일상 쓰레기로 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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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종이류종이류종이류, , , , 헌헌헌헌    옷옷옷옷을을을을    낼낼낼낼    때의때의때의때의    방법방법방법방법〉〉〉〉    

◎종이류 분병(신문(광고지)・잡지(서적)・골판지・우유팩, 기타 종이류)하고 끈으로 

열십자로 묶어서 내 주십시오, 

◎검 테이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종이류,헝겊은 지역의 자치회,아동회 등이 행하는 「집단회수」를 우선해 주십시오, 

◎더러워진 종이류는 일상(가연)쓰레기로 내 주십시오, 

◎걸레,커튼,양말,속옷은 일상 쓰레기로 내 주십시오, 

 

*페트 병이나 식품 용기는 슈퍼 등에서 자주회수하는 점포도 있으니까 슈퍼마켓에 내 

주십시오,） 

    

    

    

소다이고미소다이고미소다이고미소다이고미((((큰큰큰큰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소다이고미는소다이고미는소다이고미는소다이고미는    신청제신청제신청제신청제・・・・유료제유료제유료제유료제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옷장, 책상, 침대, 매트리스, 선반, 테이블, 소파, 선풍기, 청소기, 전자렌지, 전기포트, 

전기카페트, 우산,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드럼통, 시계, 옷걸이, 식깔, 자전거, 

세발자전거, 외발자전거, 라디오, 석유난로, 이불, 카페트 등. 

 

     

    

    

〈〈〈〈    소다이고미소다이고미소다이고미소다이고미((((큰큰큰큰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를를를를    신청할신청할신청할신청할    때의때의때의때의    방법방법방법방법    〉〉〉〉            

①「소다이고미 접수센터」에 전화를 합니다.(FAX 또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800-300-5374  (통화요금 무료) 

 (휴대전화나 PHS 등에서는 0725-45-3570 (통화요금 무료) ) 

FAX   0800-700-0530  (통화요금 무료) 

인터넷  https://s-kantan.com/sodai-osaka-izumi-u/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오후 4 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2 월 29 일～1 월 3 일) 

*한 세대당 한 달에 두 번 신청 가능합니다. 

*수거 갯수는 한 번에 6 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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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집일, 수수료 등을 확인합니다.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신청한 소다이고미(큰 쓰레기)나 갯수를 물어본 후 

수수료,수집날짜,접수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수수료는 소다이고미(큰 쓰레기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300 엔,600 엔, 900 엔, 1200 엔, 1500 엔) 

*수수료를 확인한 후 「소다이고미 처리권」을 구입하십시오. 

③「소다이고미 처리권」을 구입합니다. 

  신청할 때 알려드린 수수료분의 「소다이고미 처리권」(300 엔권 한 종류입니다) 을 

가까운 약국,슈퍼마켓,상점,편의점,농협,쌀가게,욱체국 등「이느미시 유료지정 

비닐봉지 및 소다이고미 처리권 취급소」(헤이세이28년1월31일 현재 228점포)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④수집일 당일의 오전 6 시까지는 소다이고미(큰 쓰레기)를 내 주십시오, 

「소다이고미 처리권」(붙이는 형식)에 접수번호, 수집일을 기입해서 소다이고미라고 

눈에 띄게 실을 붙여주십시오 

*실을 붙이는 대지는 수집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주십시오, 

 

 

 

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 , , , 냉장고냉장고냉장고냉장고    및및및및    냉동고냉동고냉동고냉동고, , , , 에어콘에어콘에어콘에어콘, , , , 세탁기세탁기세탁기세탁기    및및및및    의류건조기의류건조기의류건조기의류건조기    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텔레비전(브라운관, 액정, 플라즈마) 냉장고 및 냉동고, 에어콘, 세탁기 및 

의류건조기(가전 4 품목 리사이클법 대상제품)는 구입한 판매점 또는 구입시에 판매점이 

가져가도록 의뢰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가전제품협회 가전 리사이클센터(0120-31-9640  9 시～17 시 

(휴일) 일요일∙공휴일) 또는 http://www.rkc.aeha.or.jp/로 확인해 주십시오.〉 

 

리사이클 요금  

                                                                        품 목  리사이클 요금(세금포함)  

 ・ ・
15 형 이하  

16 형 이상 

      1.836 엔  

      2.916 엔 

       ・
    170 리터 이하  

    171 리터 이상 

      3.672 엔 

      4.644 엔  

     세탁기・의류건조기         2.484 엔  

        에어콘        1.404 엔  

*메이커에 따라서는 리사이클 요금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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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직접직접직접    반입반입반입반입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유료유료유료유료))))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가정에서 임시 (이사 등으로 인한)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각 지구의 쓰레기 수집운반업자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직접 센보크 

클린센터(소각장)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반입할 때에는 미리 분별해 쓰레기를 투입할 때에는 담당자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또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하기 쉬운 옷을 입고 충분히 조심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반입 방법】 

「일반폐기물 반입 신청서」를 사전에 기입・도장을 찍고 센보크 크린센터에 자동차로 

반입해 주십시오, 

 

【시청서의 배포장소】 

   시청생활환경과,이즈미시시타플라자 출장소,호크부(북부)서비스센터,남부서비스세터, 

   고묘다이서비스센터 

*일반폐기물 반입 신청서는 하기의 센보크환경정비시설조합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senbokukankyou-ichikumi.org/hannuy.html 

 

시설명       센보크크린센터( 센보크환경정비시설조합) 

소재지       이즈미시 마이쵸 87 번지 

전  화       41-2030 

반입시간     월요일～금요일 (공휴일제외) 오후 12 시 45 분～오후 4 시 30 분 

처리수수료   반입분량 10 ㎏ 당 150 엔 

 

 

수집수집수집수집할할할할    수수수수    없는없는없는없는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자동차부품 (타이어, 호일 등), 오토바이, 밧데리, 내화금고, 소화기, 가스봄베,농기구, 

태양열 온수기,업무용기구류, 건축폐기재료, 기왓장, 타일, 페인트류 (액체,고체),   

벽돌조각, 벽돌, 블록, 토사, 슬레이트, 콩크리트, 드럼통, 태양열 히터, 욕조, 도기제 

세면대, 개수대,편기,피아노,볼링공, 시스템키친,폭발물(등유,휘발유 등 가연액체,화약) 

의료기구,(주사기,주사바늘 등)약품,컴퓨터,가전 리사이클법 대상품(텔레비전,냉장고・ 

냉동고,에거컨,세탁기・의류건저기) 동물의 사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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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또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의뢰해 주십시오, 

◎주사기・주사바늘의 처리에 관해서는 의료기간에 상담해 주십시오, 

◎건축재료 등은 시공업자에게 처리를 의뢰해 주십시오, 

    

    

    

까마까마까마까마귀나귀나귀나귀나    고양이고양이고양이고양이    등에등에등에등에    쓰레기를쓰레기를쓰레기를쓰레기를    흩뜨리흩뜨리흩뜨리흩뜨리지지지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까마귀는 색을 식별하는 감각,고양이는 후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한 번 쓰레기를 

흩뜨리면 매번 흩뜨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까마귀나 고양이 등에 쓰레기를 

흩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남은 음식 등을 없애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십시다, 

2. 산란방지 네트나 뚜껑이 있는 용기를 활용합시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도 쓰레기 수집은 합니다,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용기와 뚜껑이 일체적인 것으로 사각형 용기를 

추천합니다, 

 

*용기하고 뚜껑이 따로따로인 것은 원주형 등의 용기는 센 바람이 불면  

날아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투기는불법투기는불법투기는불법투기는    범죄있니다범죄있니다범죄있니다범죄있니다!!!!    

    

폐기물을 어디에나 버리는 것은 폐기물 처리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불법투기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엔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벌칙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