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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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쓰시의 쓰레기 배출규정과 쓰레기수거 달력 보는법 설명 

 

이 책자에는 구사쓰시의 쓰레기 배출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자와 구사쓰시 

쓰레기수거 달력을 대조하여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해주십시오. 

 

구사쓰시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는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는 쓰레기와 그 

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용하실 「쓰레기 수거장」은 사전에 아파트 관리인이나 이웃분에게 확인한 다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사쓰시에서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할 수 없으며, 부근 주민에게 많은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 책자를 잘 읽으시고 규정에 맞게 쓰레기를 버려주십시오.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는 쓰레기           

구사쓰시에서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레기수거 

달력에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을 쓰레기 종류에 따라 색깔별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주십시오. 

 

쓰레기 종류 
달력의 색깔 

배출방법 

소각쓰레기류 청색 지정봉지 

플라스틱재질 용기류 
분홍색 지정봉지 

페트병류 녹색 지정봉지 

빈 캔류 쥐색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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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식품용 유리병류 
물색 컨테이너 

파쇄쓰레기류 보라색 투명봉지 

도자기·유리류 주황색 투명봉지 

폐지류 

신문·광고 황금색 

끈으로 묶는다 잡지·휴지 노랑색 

골판지 갈색 

 

※쓰레기 배출시간은 수거일의 아침 6 시부터 8 시까지의 사이입니다. 

 

 

 

 

소각쓰레기류(청색)                          

반드시 『시 지정 소각쓰레기봉지』로 배출해주십시오. 골판지 상자나 구사쓰시 지정 

쓰레기봉지 이외의 봉지(시판 비닐봉지 등)로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할 수 있는 것 

○음식물쓰레기(요리찌꺼기, 남은 음식, 차 찌꺼기, 과일 껍질 등) 

※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주십시오. 

○종이쓰레기(휴지, 종이컵, 종이 기저귀 등) 

  ※   종이 기저귀는 오물을 제거해주십시오. 

    과자 상자·포장지는 「잡지·휴지」의 날에 배출해주십시오. 

○고무·가죽제품, 섬유류(구두, 가방, 베개, 커튼 등) 

○플라스틱재질 용기류를 제외한 플라스틱재질품(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DVD, 

게임 소프트, 칫솔, 플라스틱재질의 장난감 등) 

○재택 의료폐기물(비닐백류, 튜브, 카테터류, 탈지면, 거즈 등) 

○기타(핫패드, 찜질파스, 보냉제 등) 

 

 

 

플라스틱재질 용기류(분홍색)   마크가 표시된 것이 대상입니다.           

반드시 『시 지정 플라스틱재질 용기류 쓰레기봉지』로 배출해주십시오. 지정 쓰레기봉지 

나무나 나뭇가지는 일변 50 ㎝ 이하, 지름 5 ㎝ 이하로 하여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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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로 배출된 쓰레기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배출할 수 있는 것 

 ○봉지류      ○그물류         ○팩·컵류    ○플라스틱병류 

 ○마개·뚜껑류    ○필름·라벨류    ○트레이류    ○완충재 

  ※ 쓰고 남은 내용물의 찌꺼기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해주십시오.  

식품 등, 남은 찌꺼기가 있을 때는 가볍게 씻어 주십시오. 

    

 

  

 

페트병류(녹색)                

반드시 『시 지정 페트병류 쓰레기봉지』로 배출해주십시오. 지정 쓰레기봉지 이외로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할 수 있는 것 

 ○PET 마크가 표시된 청량음료, 주류, 간장병 

  ①마개·라벨을 제거한다(「플라스틱재질 용기류에」) 

  ②속을 물로 씻는다 

  ③지정봉지에 넣는다 

빈 캔류(쥐색)                   

쥐색의 시 지정 컨테이너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배출할 수 있는 것 

 ○쥬스 캔, 맥주 캔, 통조림 캔, 과자 캔, 스프레이 캔 등 

  ①쥬스나 맥주 캔은 속을 물로 씻는다. 

  ②찌그러트린다 

  ③직접, 쥐색의 시 지정 컨테이너 용기에 넣는다. 

※ 봉지에 넣은 채로 배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음료·식품용 유리병류(물색)              

쥐색의 시 지정 컨테이너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봉지에 넣은 채로 배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배출할 수 있는 것 

플라스틱 마크가 표시된 것이라도 씻어서 오물이 제거되지 않는 것, 세척제나 

세척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소각쓰레기류」로 배출해주십시오. 

플라스틱재질 용기류는 이중 봉지로 배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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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료의 병, 술병, 청량음료병 

  ①마개를 제거한다.(금속으로 된 것은 「파쇄쓰레기류」에) 

  ②속을 물로 씻는다 

  ③직접, 쥐색의 시 지정 컨테이너 용기에 넣는다. 

   ※ 봉지에 넣은 채로 배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파쇄쓰레기류(보라색)                  

지정봉지는 없으므로 크기가 20 ㎝를 넘는 것은 그대로. 20 ㎝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내용물이 보이는 봉지에 넣어 배출해주십시오. 

배출할 수 있는 것 

○소형금속류(프라이팬, 냄비, 주전자 등) 

○소형가전제품(게임기, 믹서, 전화기, 포트, 정수기, 면도기, 다리미, 드라이어, 토스터 등) 

  ※ 전지는 제거해주십시오. 

 ○경질 플라스틱제품(양동이, 세면기, 플라워 포트 등,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대략 20 ㎝ 이상의 것) 

 ○기타 (우산, 칼, 병의 금속마개, 전기 코드) 

  ※칼 등은 천에 싸는 등 안전대책을 실시하여 배출해주십시오. 

 

바르는 약 등의 약품병이나 화장품병과 같이 입에 넣을 수 없는 내용물이 

들어있었던 병은 「도자기·유리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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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유리류(주황색)                 

지정봉지는 없으므로 내용물이 보이는 봉지에 넣어 배출해주십시오. 

배출할 수 있는 것 

 ○도자기류(도자기 그릇, 꽃병, 찻잔, 접시, 질 냄비 등) 

 ○유리류(판유리, 유리식기, 내열유리용기, 화장품·약품병, 전구, 거울 등) 

  ※ 깨어진 유리 등은 종이에 싸는 등 안전대책을 실시하여 배출해주십시오. 

종이류(신문·광고: 황금색, 잡지·휴지: 황색, 골판지: 갈색)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하여 끈으로 묶고 쓰레기수거장에 배출해주십시오. 

배출할 수 있는 것 

○신문·광고 

  ※ 끈으로 십자로 묶어 주십시오. 

○잡지·휴지(주간지, 만화책, 단행본, 교과서, 카탈로그 등 제본된 것이나 포장지, 팜플렛, 

카피용지, 종이 봉지, 봉투 등) 

  ※ 수거장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끈으로 십자로 묶어 주십시오. 

○골판지 

  ※ 끈으로 십자로 묶어 주십시오.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할 수 없는 쓰레기           

대형쓰레기(정기 호별 수거)                       

쓰레기 수거지구에 따라 수거일이 월 2회로 정해져 있어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유료) 

배출할 수 있는 것 

일변이 50 ㎝ 이상으로 무게 10kg 이상인 것, 대형쓰레기 품목으로 지정된 것 

수거할 수 없는 것 

○더러워진 것, 냄새가 배어 있는 것 

○방수가공이나 왁스가공, 알루미늄가공 등이 되어 있는 것 

○카본지, 압착엽서, 사진 등, 특수한 소재로 된 것 

 ※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소각쓰레기류」로 배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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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쓰레기 수거일(쓰레기수거지구마다 수거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지구 지정수거일 

시즈 A·시즈 B 제 1·3 월요일 

구사쓰 A·구사쓰 B 제 2·4 화요일 

오오지 A·오오지 B·시부카와 제 2·4 금요일 

야구라 A·야구라 B·야마다 A 
제 1·3 화요일 

오이카미 A·오이카미 B 
제 1·3 금요일 

다마가와 A 
제 1·3 목요일 

다마가와 B·가사야마 
제 1·3 수요일 

야마다 B·가미가사 
제 2·4 수요일 

가사누이 A·도키와 
제 2·4 목요일 

가사누이 B·히라이 
제 2·4 월요일 

 

【신청으로부터 수거까지의 흐름】 

① 대형쓰레기를 확인해주십시오. 

  ・배출할 대형쓰레기의 품목과 개수를 확인해주십시오. 

  ・각 지구의 대형쓰레기 수거일을 확인해주십시오. 

  ・각 지구 수거희망일의 7일 전까지 예약해주십시오. 

  ・연말연시의 접수 및 수거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수거예약을 해주십시오. 

  ・주소, 성명, 전화번호, 품목, 개수를 알려주십시오. 

  ・대형쓰레기 처리권의 필요매수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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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쓰레기 접수 콜센터 ☎５６１－２３００ 

 접수시간 평일/오전 8시 30분∼오후 5 시 15분(토· 일· 경축일· 연말연시 제외) 

 

③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구매해주십시오. 

   ・처리권은 시청· 시민센터, 대형쓰레기 처리권의 취급점에서 구매해주십시오. 

  

④ 수거일 아침 9 시까지 현관 앞 등에 내놓으십시오. 

    ・처리권에 「이름」을 적어서 대형쓰레기에 붙여 수거일 아침 9시까지 현관 앞 등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내놓으십시오. 

  

⑤ 수거담당자가 수거하러 갑니다. 

 

건전지                                 

공공시설(시청· 시민센터· 학교 등)의 건전지회수 상자에 갖다 넣으십시오.  

버튼형 전지· 충전식 전지는 판매점 등에 가져가십시오. 

 

형광등                                

 시청 및 시민센터의 형광등회수 상자에 갖다 넣으십시오. 

 전구· 글로우스타터는 「도자기·유리류」입니다. 

 

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                

 ○자동차· 기타부품(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등) 

 ○오토바이· 기타부품   ○폐유(휘발유· 등유)    ○프로판 가스통 

 ○피아노  ○소화기   ○농기구류· 농약      ○흙· 모래· 돌 

 ○건축폐기물· 내화보드· 단열재· 석고보드      

○가전제품 4품목(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냉동고)· 세탁기(의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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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데스크톱, 노트북) 

 

 

 

쓰레기를 클린센터에 반입하려면       

소각쓰레기류와 대형쓰레기 등, 이미 분리한 쓰레기를 직접 클린센터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유료) 

주 소 

구사쓰시 반바초 1200-25 

구사쓰시립 클린센터  Tel ５６２－６３６１ Fax ５６６－１６９４ 

반입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및 연말연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시간 

오전 8 시반～오후 １２시, 오후 １시～ 오후 ４시 

수수료 

・한 번에 반입하는 양이 200kg미만일 경우, 10kg당 110엔 

・한 번에 반입하는 양이 200kg이상일 경우, 10kg당 170엔 

주의사항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반입하십시오. 

・반드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구사쓰시 지정 쓰레기봉지의 교환            

이러한 것은 처리할 수 없으므로 취급점·판매점 등에 처리를 의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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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권의 배포 

매년 9 월말 쯤에 1 년치로 지정 쓰레기봉지 135장 분량의 교환권을 배포합니다(1인 

가구는 90장).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정내회나 임대주택 관리회사, 그리고 

부동산회사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권 사용방법 

・소각쓰레기류용, 플라스틱재질 용기류용, 페트병류용의 3종류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에 ✔를 넣습니다. 

・교환권 1장당 원하는 1종류의 지정봉지 5장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교환하지 말고 사용상황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교환해주십시오. 

・교환권은 「구사쓰시 지정 쓰레기봉지 취급점」(쓰레기 수거 달력 뒷면에 기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환권은 유효기간 내에 교환해주십시오. 

・교환권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해주십시오. 

지정봉지가 부족해졌을 경우 

지정봉지(1 장에 110 엔) 「구사쓰시 지정 쓰레기봉지 판매점」에서 구매해주십시오. 

－ 문의처 － 

구사쓰시 반바초 1200-25 

구사쓰시청 자원순환 추진과  TEL ５６２－６３６１  FAX ５６６－１６９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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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태블릿용 

「구사쓰시 쓰레기분리 앱」도 활용해주십시오. 

（일본어버전만 있음） 

  

                                                          ～다운로드는 아래의 QR 코드로↓～ 

      

Android   iPh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