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草津市のごみ出しルールとごみカレンダーの見方の説明）

쿠사츠시의 쓰레기 배출규정과 쓰레기수집 달력 보는 방법 설명
이 책책는 쿠사츠시의 쓰레기 배출방법이 적적 있있있있. 이 책책책 쿠사츠시 쓰레기수집
달력달 대대대대 쓰레기 배출방법달 확확확확확시확.
쿠사츠시쿠쿠는 가정쿠쿠 배출배는 쓰레기는 「쓰레기 수집수」쿠 배출대는 쓰레기책 그
외의 방법방방 배출대는 쓰레기가 있있있있.
이이대이 「쓰레기 수집수」은 사사쿠 아아아아아확이아 이이이쿠이 확확확 있다 이이확
확시기 바바있있.
또확, 쿠사츠시쿠쿠는 쓰레기 배출방법의 규정이 있있있있. 규정달 지지지 않은 쓰레기는
수집수 수 없달 뿐뿐 아있아 부부 확주쿠이 많은 폐폐 끼끼이 됩있있.
이 책책폐 잘 읽방시읽 규정쿠 맞이 쓰레기폐 배출확확확시확.

쓰레기 수집수쿠 배출대는 쓰레기
쿠사츠시쿠쿠는 쓰레기 수집수쿠 배출수 수 있는 쓰레기는 있다과 같있있있. 쓰레기
달력쿠는 쓰레기폐 배출대는 날달 쓰레기 종종쿠 색색색방 아나나읽 있방있방
확확확확확시확.
쓰레기 종종

달력의 색색

배출방법

소소쓰레기종

청색

지정지지

플아플플플 이기종

이분색

지정지지

페아페종

녹색

지정지지

빈 캔종

쥐색

컨컨이컨

다·식식이 유아페종

물색

컨컨이컨

아파쓰레기종

보아색

투명지지

도책기·유아종

확주색

투명지지

헌 종이종

신신·광읽

주황색

잡지·휴지

노노색

골골지

갈색

끈방방 묶는있

※쓰레기 배출시배은 수집수의 아아 6 시부시 8 시시지의 사이사있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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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쓰레기종(청색)
청색)
반반시 『시 지정 소소쓰레기지지』방 배출확확확시확. 골골지 상책아 쿠사츠시 지정
쓰레기지지 이외의 지지(시골 비비지지 등)방 배출확 쓰레기는 수집대지 않있있있.
배출수 수 있는 것
○다식물쓰레기(요아요요기, 남은 다식, 차 요요기, 과수 껍껍 등)
※

충이충 물기폐 플제확확확시확.

○종이쓰레기(휴지, 종이종, 종이 기기기 등)
※

종이 기기기는 확물달 플제확확확시확.
과책 상책·포수지는 「잡지·휴지」의 날쿠 배출확확확시확.

○읽고·가가플가, 섬유종(구구, 가방, 베베, 커커 등)
○플아플플플 이기종폐 플외확 플아플플플가(카카아컨이카, 비비확컨이카, CD, DVD, 이게
소카아, 칫칫, 플아플플플의 수장장 등)
○재재 의식폐기물(비비비종, 튜튜, 카컨시종, 탈지탈, 제거 등)
○기나(핫핫반, 찜껍아플, 보보플 등)
아고아 아나가지는 수일 50 ㎝ 이대, 지필 5 ㎝ 이대방 대대 끈방방 묶씻쿠
배출확확확시확.

플플플플플 용용용(분분분)

마마마 표표표 것것 대대대대대.

반반시 『시 지정 플아플플플 이기종 쓰레기지지』방 배출확확확시확. 지정 쓰레기지지
이외방 배출배 쓰레기는 회수대지 않있있있.
배출수 수 있는 것
○지지종

○넷종

○팩·종종

○플아플플페종

○캡·뚜뚜종

○필필·아라종

○아레이종

○완충재

※ 쓰읽 남은 나이물의 요요기가 부부배지 않은 상상방 확확확시확. 식가 등방방
남은 요요기가 있달 때는 가가이 씻씻 확확시확.
플아플플 마마가 표시배 것이아도 씻씻쿠 확물이 플제배지 않는 것, 카세플아
카세수폐 많이 필요방 확는 것은 「소소쓰레기종」방 배출확확확시확.
플아플플플 이기종는 이이 지지방 배출대지 말아 확확시확.

페페페용(녹색)
녹색)
반반시 『시 지정 페아페종 쓰레기지지』방 배출확확확시확. 지정 쓰레기지지 이외방
배출배 쓰레기는 수집대지 않있있있.
배출수 수 있는 것
○PET 마마가 표시배 청청다식, 확종, 배수페
①캡·아라달 플제확있(「플아플플플 이기종쿠」)
②속달 물방 씻는있
③지정지지쿠 넣는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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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캔종(쥐색)
쥐색)
쥐색의 시 지정 컨컨이컨 이기쿠 넣씻 확확시확.
배출수 수 있는 것
○쥬플 캔, 맥확 캔, 통대통 캔, 과책 캔, 플카레이 캔 등
①쥬플아 맥확 캔은 속달 물방 씻는있.
②요그찌찌찌있
③직직, 쥐색의 시 지정 컨컨이컨 이기쿠 넣는있.
※ 지지쿠 넣은 채방 배출대지 말아 확확시확.

음·식식용 유유페용(물분)
쥐색의 시 지정 컨컨이컨 이기쿠 넣씻 확확시확.(지지쿠 넣은 채방 배출대지 말아
확확시확.)
배출수 수 있는 것
○대조식의 페, 술페, 청청다식페
①캡달 플제확있.(황속금의 것은 「아파쓰레기종」쿠)
②속달 물방 씻는있
③직직, 쥐색의 시 지정 컨컨이컨 이기쿠 넣는있.
※ 지지쿠 넣은 채방 배출대지 말아 확확시확.
바바는 약 등의 약가페이아 전수가페과 같이 사쿠 넣달 수 없는 것이 만씻
있있있 페은 「도책기·유아종」사있있.

파파파파용용(보아색)
보아색)
지정지지는 없방있방 마기가 20 ㎝폐 넘는 것은 그대방. 20 ㎝ 이대의 것쿠 대확쿠는
나이물이 보이는 지지쿠 넣씻 배출확확확시확.
배출수 수 있는 것
○소소황속종(카아이프, 냄비, 확사책 등)
○소소가사플가(이게기, 믹쿠, 사전기, 포아, 정수기, 탈도기, 있아조, 반아이씻, 토플시 등)
※ 사지는 플제확확확시확.
○경껍 플아플플플가(양양이, 카탈기, 플아플 포아 등, 단단확 플아플플방방 뿐만씻만 있읽
대대 20 ㎝ 이상의 것)
○기나 (우우, 칼, 페의 황속캡, 사기 코반, 수회이 아이시 등)
※칼 등은 천쿠 싸는 등 안사대책달 이시대대 배출확확확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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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용·유유용(확주색)
확주색)
지정지지는 없방있방 나이물이 보이는 지지쿠 넣씻 배출확확확시확.
배출수 수 있는 것
○도책기종(책기 그그, 전페, 찻찻, 직시, 껍 냄비 등)
○유아종(골유아, 유아식기, 나내유아이기, 전수가·약가페, 사구, 제거 등)
※ 깨씻깨 유아 등은 종이쿠 싸는 등 안사대책달 이시대대 배출확확확시확.

종이종(신신·광광:

황황분, 잡잡·휴잡: 황분, 골골잡: 갈분)

운반대기 쉬운 마기방 대대 끈방방 묶읽 쓰레기수집수쿠 배출확확확시확.
배출수 수 있는 것
○신신·광읽
※ 끈방방 확책방 묶씻 확확시확.
○잡지·
잡지·휴지(확배지, 뿐전책, 단단단, 교과쿠, 카탈방그 등 플단배 것이아 포수지, 팜플팜,
카카이지, 종이 지지, 지투 등)
※ 수집수쿠쿠 흐아찌지지 않도않 끈방방 확책방 묶씻 확확시확.
○골골지
※ 끈방방 확책방 묶씻 확확시확.
수집수 수 없는 것
○더찌플깨 것, 냄냄가 배씻 있는 것
○방수가방이아 왁플가방, 알알조알가방 등이 배씻 있는 것
○카단지, 압부압쿠, 사깨 등, 특수확 소재의 것
※ 재재이수 수 없방있방 「소소쓰레기종」방 배출확확확시확.

쓰레기 수집수쿠 배출수 수 없는 쓰레기
대소쓰레기(정기

호색수집)

쓰레기 수집지구쿠 따아 수집수이 월 2 회방 정확만 있씻 사사신청이 필요필있있.(유식)
배출수 수 있는 것
수일이 50 ㎝ 이상방방 고이 10kg 이상의 것, 대소쓰레기의 가품방방 지정배 것
대소쓰레기의 수집수(쓰레기수집지구마있 수집수은 정확만 있있있있)
쓰레기수집지구

지정수집수

시거 A·시거 B

플 1·3 월요수

쿠사츠 A·쿠사츠 B

플 2·4 전요수

확확지 A·확확지 B·시부카책

플 2·4 황요수

야구아 A·야구아 B·야마있 A

플 1·3 전요수

확이카조 A·확이카조 B

플 1·3 황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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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가책 A

플 1·3 품요수

나마가책 B·카사야마

플 1·3 수요수

야마있 B·카조가사

플 2·4 수요수

카사카이 A·토지책

플 2·4 품요수

카사카이 B·충아이

플 2·4 월요수

【 신청 방방부 시 수 집시지 의 흐 필】
① 대소쓰레기폐 확확확확확시확.
・배출수 대소쓰레기의 가품과 베수폐 확확확확확시확.
・소 지구의 대소쓰레기 수집수달 확확확확확시확.
・소 지구의 수집수수 수의 7 수 사시지 예약확확확시확.
・연말연시의 직수 및 수집쿠 대확쿠는 일경이 있달 수 있있있있.
② 시청(쓰레기장청쓰깨과)쿠 수집예약달 확확확시확.
・확소, 금명, 사전전호, 가품, 베수폐 알알확확시확.
・대소쓰레기 처아처의 필요필수폐 알알있있.

대소쓰레기 사이있이전 ☎５６１－２３００
직수시배 평수/확사 8 시 30 이∼확오 5 시 15 이(토·수·경경수·연말연시 플외)
③ 대소쓰레기 처아처달 구필확확확시확.
・처아처은 시청·시주시시, 대소쓰레기 처아처의 취취취쿠쿠 구필확확확시확.
④ 수집수의 아아 9 시시지 현아 앞 등쿠 나씻확확시확.
・처아처쿠 「금명」달 기재대대 대소쓰레기쿠 붙대 수집수의 아아 9 시시지 현아 앞 등
사사쿠 정확 수소쿠 나씻확확시확.
⑤ 수집수이 수집달 위확 방신필있있.

건사지
방방시설(시청·시주시시·학교 등)의 건사지회수 상책쿠.
버커소 사지·충사식 사지의 회수는 골필취 등쿠.

소광등
시청 및 시주시시의 소광등회수 상책쿠.
사구·글방우플나시는 「도책기·유아종」가 됩있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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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쿠쿠 처아대지 않는 것
○책양차·기나부가(나이씻·배시아·엔깨확수 등)
○확토바이·기나부가

○폐유(휘휘유·등유)

○카방골가플 봄베

○카아노

○농기구종·농약

○흙·모모·돌

○소전기

○건경폐기물·나전보반·단내재·석읽보반
○가사플가 4 가품(쿠씻컨·텔레비사·보수읽(보양읽)·카세기(의종건대기))
○PC(데플마데, 노아소)
이찌확 것은 처아수 수 없방있방 취취취·골필취 등쿠 처아폐 의의확확확시확.

쓰레기폐 클찌시시쿠 반사대알탈
대청의 쓰레기 등, 씻어 수 없는 경우쿠뿐 이색확 쓰레기폐 직직 클찌시시쿠 반사수 수
있있있있.(유식)
확 소
쿠사츠시 반바반 1200 전지
쿠사츠시알 클찌시시

Tel５６２－６３６１ Fax５６６－１６９４

반사수
필확 월요수과 황요수(경경수은 반사배지 않다)
반사시배
확사 ９시～확오 １２시, 확오 １시～ 확오 ４시

재재이아달 이이확확확시확
가정쿠 있는 것방방 아직 사이수 수 있는 가구폐 플방확 받아, 그 가구폐 「재재이아」의
베아수쿠 사시대읽 수수대는 것달 소책 고식방 가지읽 가이 필있있. (수수책가 복수수
경우는 쓰추)
확 소
쿠사츠시 있시확확지반 6-28
베아수
필월 플 2 수요수
시 배
확사 10 시부시 정확시지의 사이쿠 투표

쿠사츠시 지정 쓰레기지지의 교환
교환처의 배포
1 년이방방 지정 쓰레기지지 135 수이의 교환처달 배포필있있(단신카대는 9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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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처의 사이방법
・소소쓰레기종이, 플아플플플 이기종이, 페아페종이의 3 종종쿠쿠 대아뿐 선재대대 □쿠
✔폐 넣있있있.
・교환처 1 수쿠 대확 수대는 1 종종의 지정지지 5 수과 교환수 수 있있있있.
・확전쿠 많이 교환대지 말읽 사이상주쿠 맞쓰씻 계계적방방 교환확확확시확.
・교환처은 「쿠사츠시 지정 쓰레기지지 취취취」쿠쿠 사이수 수 있있있있.
확의사항
・교환처은 유유기배 나쿠 교환확확확시확.
・교환처은 재휘단대지 않방있방 소이충 보아확확확시확.
지정지지가 부부확부달 경우
지정지지(1 수 110 엔) 「쿠사츠시 지정 쓰레기지지골필취」쿠쿠 구필확확확시확.

－ 신의 처 －
쿠사츠시 쿠사츠 3 반초 13 전 30 호
쿠사츠시청 쓰레기장청쓰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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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５６１－２３４６

FAX ５６１－２４７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