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 종류

가연 쓰레기

건전지·충전지 버리는 법
건전지는 마을 자치회의 자원회수를 이용하거나, 시내 3개 자원회수 거점에 
반입하십시오. 충전지와 충전지 내장 제품은 시내 3개 자원회수 거점에 
반입하십시오.
버튼 전지는 회수 불가 품목이므로, 가전판매점 등의 회수함을 이용하십시오.

제품 본체는 「소형가전」으로서 시내 3개 반입처에 반입(뒷면 참조). 
직접 갈 수 없는 경우는 「불연 쓰레기」로 배출한다. 마크가 부착된 충전지는 
테이프로 절연 처리하여 시내 3개 반입처(뒷면 참조) 혹은 재활용 거점에 반입한다.

모바일 배터리, 스마트폰, 태블릿 등, 
충전지가 내장된 제품은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 없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충전지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소형가전」으로서 시내 3개 반입처(뒷면 참조)에 반입한다.
충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니카드 전지 리튬이온 전지 니켈수소 전지

2022년도~ 자원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보존판 가정용

○쓰레기(크기 60cm 미만)는 분리수거 규칙에 따라 시 지정 쓰레기봉투에 넣어, 수거 당일 아침 8시까지 지자체 지정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십시오.  
○상점·음식점·사무소·공장 등의 사업자 쓰레기는 수거장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불연 쓰레기

자원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수 없는 품목종이 제품

폴리에틸렌 물통

튜브형 용기
(마요네즈·케첩·치약 등 
용기 세척을 위해 대량의 
물이 소비되는 것)

욕조 뚜껑

단단한 것
(도마, 헬멧, 아이스박스)

랩(식품용 트레이에 사용된 것)

길이가 긴 것
(비옷,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비닐시트, 비닐호스)

음식 쓰레기

운동화·가죽신·장화 비닐 호스

나무·대나무 카펫·이불 기타

일회용 손난로

낙엽

반려동물 배설물

종이기저귀

빨간색 투명
지정봉투

분류 및 대상품목 예시 수거일 일람표

매주월·목요일 매주화·금요일

●Higashi-Kutsukake-ku
●Nishi-Kutsukake-ku
●Chokushidai-ku   ●Nishigawa-ku
●Misaki-ku   ●Yoshiike-ku
●Okute-ku   ●Ano-ku
●Nishi-ku (Keibajo-Higashi, Zengo-Nishi 
and Shikita (Chonaikai))
●Magome-ku
●Futamuradai-ku (Including Toyoake 
Danchi)

●Yutakadai-ku   ●Nakajima-ku
●Owaki-ku   ●One-ku
●Sakuragaoka-ku   ●Sakabe-ku
●Zengo-ku   ●Ochiai-ku
●Okehazama-ku   ●Yakata-ku
●Nishi-ku (Senninzuka-Higashi and 
Senninzuka-Nishi (Chonaikai))

월 화 수 목 금

●Yutakadai-ku
●Nakajima-ku
●Owaki-ku
●Sakabe-ku

●Higashi-Kutsukake-ku
●Nishi-Kutsukake-ku
●Chokushidai-ku
●Nishigawa-ku
●Yoshiike-ku
●Okute-ku
●Ano-ku

●Zengo-ku
●Ochiai-ku
●Nishi-ku 
(Senninzuka-Higashi 
and Senninzuka-Nishi 
(Chonaikai))

●One-ku
●Sakuragaoka-ku
●Okehazama-ku
●Yakata-ku

●Misaki-ku
●Nishi-ku 
(Keibajo-Higashi,Zen
go-Nishi and Shikita 
(Chonaikai))
●Magome-ku
●Futamuradai-ku 
(including Toyoake 
Danchi)

매월 제２수요일 매월 제３수요일
●Nishi-Kutsukake-ku (Shuku and Arai 
(Chonaikai))
●Nishigawa-ku (Osada-Nishi, Sasahara-Higashi, 
Shimabara, Osada-Higashi, Sasahara-Nishi 
(Chonaikai))
●Yutakadai-ku   ●Ano-ku   ●Owaki-ku
●One-ku   ●Sakuragaoka-ku   ●Sakabe-ku
●Zengo-ku   ●Nishi-ku   ●Magome-ku

●Higashi-Kutsukake-ku
●Nishi-Kutsukake-ku (Yamashinden, 
Yamada, Tokuda, Hongo, Jinai, 
Hikaridai-Danchi and Daido (Chonaikai))
●Chokushidai-ku
●Nishigawa-ku (Nishigawa (Chonaikai))
●Misaki-ku   ●Yoshiike-ku   ●Okute-ku
●Nakajima-ku   ●Ochiai-ku   ●Okehazama-ku
●Yakata-ku
●Futamuradai-ku (including Toyoake Danchi)

파란색 투명
지정봉투

세제·샴푸·린스·
핸드워시 등의 용기

컵라면 용기·푸딩·요구르트·
인스턴트 식품·편의점 도시락 등의 용기

계란 포장팩·
한입젤리 등의 용기

회 등의 생선식품 트레이

채소·메밀면·우동·
빵·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등의 포장

컵라면·담배·과자·
일용품류의 얇은 포장필름

귤·양파 등의 그물망
사과·복숭아·
배 등을 감싸는 
스티로폼 그물망

가전제품 등을 
보호하는 스티로폼·
완충제

페트병·빈 병·
플라스틱 용기 등의 플라스틱 뚜껑

과일 등의 트레이

화분

플라스틱 양동이 플라스틱 옷걸이
칫솔

CD·DVD 장난감

전기제품

무색 투명
지정봉투

유리 제품 알루미늄 호일 제품도자기류도검류

우산

신문

도요아케시 환경과
홈페이지 QR코드

홈페이지 https://www.city.toyoake.lg.jp문의 도요아케시청 환경과 쓰레기 감량추진 담당 ☎(0562)92-1113

●
　
●

쓰레기 수거일은 거주 지역의 지자체회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수거일 일람표를 참고하여, 

지자체회 지정 수거장에 배출하십시오. 단, 연말연시는 수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규칙에 어긋난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으며,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수거장에 방치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므로, 반드시 정해진 수거일시에 지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십시오. 규칙 위반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매주

·

요일

매주

       요일

매월

수요일

　      번째

지역주민 
자치회·

어린이회가 
지정한 장소·

요일

시내 3개 
반입처

(뒷면 참조)

혹은

주의사항

금속류는 「스틸류」 「알루미늄류」 「스프레이 캔,
부탄가스」의 3종류로 분류하여 배출한다.

●

의류·직물류는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한다.

●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신문·잡지·종이류·골판지·우유팩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끈으로 묶은 후, 가능한 빗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 배출한다.　

●

스프레이 캔·부탄가스는 절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지 말 것.

●

종이 용기 포장은　　 가 표기된 것이며, 
큰것은 납작하게 펴서 끈으로 묶는다. 작은
것은 종이봉투에 넣어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

휴지

랩 종이심

종이 테이프

사진 종이컵
욕조 뚜껑은 60cm 이상도 가능
반드시 지정 쓰레기봉투에 넣을 것

반드시 물기를 제거할 것

긴 가지 등은 길이 60cm 
미만, 굵기 10cm 미만으로 
잘라서 끈으로 묶을 것. 
지정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도 됨.　

묶거나 절단하여 60cm 
미만으로 만들 것

오염된 부분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에 배출할 것

신발·가죽·고무 제품

60cm

60cm

형광등은 60cm 이상도 가능
반드시 지정 쓰레기봉투에 넣을 것

전구

내열유리
유리컵

판유리

거울

형광등
60cm 이상도 가능
반드시 지정 
쓰레기봉투에 넣을 것

가위·나이프·
식칼·면도칼

칼날 부분은 종이 
등으로 감쌀 것

화분

그릇

접시

컵

냄비우동 등의 용기

가스레인지 가드

소형가전으로서 시내 3개 반입처(뒷면 참조)에 무료 반입 가능합니다.

※지정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 
　제품 본체에 부착한 후 배출하십시오.

카세트 라디오DVD 플레이어 전기주전자 가스레인지

잡지·종이류 골판지 우유팩 종이 용기 포장 의류·직물류

스틸류 알루미늄류 스프레이 캔·
부탄가스

금속류

(됫병, 맥주병)

(그 외의 병)

①내용물을 모두 비운다.
②구멍을 뚫어서 
    배출한다.

스틸 캔 알루미늄 캔

프라이팬
(스틸 제품)

프라이팬
(알루미늄 제품)

주전자 냄비

①라벨과 뚜껑은 
　「플라스틱 용기 포장」으로 배출한다.

②내부를 가볍게 
　세척한다.

③발로 밟아서 납작하게 한다.

유료 병

기타 병

페트병

이 마크가 
있는 것

의복

가방

다운재킷

모자

지갑
벨트

韓国語

플라스틱



세로·가로·높이 중 하나가 60cm 이상인 것

쓰레기 수거장 배출금지 품목

指定引取場所

수집 운반 허가업자 별도, 수집운반료가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현재)

지정 회수 장소

가전 재활용권에
관한 문의

자원·소형가전·컴퓨터 반입 장소자원·소형가전·컴퓨터 반입 장소 아래의 시내 3개 반입처에 무료로 
직접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시내 3개 반입처에 무료로 
직접 반입할 수 있습니다.

도요아케시 청소 
사무소

1-13 Chokushi, Kutsukake-cho
TEL: (0562)92-7056

㈜나카니시

103 Takane, Sakae-cho
TEL: (0562)97-6925

도요아케시청
자원 회수

1-1 Komochimatsu, Shinden-cho

Chokushi Pond

Seto Obu Line

To Fujita Health 
University

Fire Department

To Obu
City Hall

To Shirotsuchi

Chokushi Grounds

Toyoake Highschool

To Togo

Tokuda-Ikeshita

Nishida

Chokushi Cemetery

Isewangan Expressway National Route 23 To City Hall

To Obu

Side Roads

To Nagoya To Chiryu

Chubu Electric Power

Toyoake IC South
Society of 

Commerce and 
Industry

ATM

JA Parking Space

New Building
entrance

City Hall

Multistory 
Parking Space

Seto O
b
u Lin

e

Shiyakusho-mae

가전 재활용법

쓰레기를 직접 반입할 경우

가전 재활용법에 의거하여, 가전 4품목(에어컨·TV·냉장고·세탁기 등)은 제조판매사가 재활용합니다.
대형 폐기물이나 소형가전으로 배출할 수 없으며, 동부 지타 클린센터에 직접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1 구매하신 판매점 혹은 대체품 구매 예정인 판매점을 알고 계십니까? 구매하신(혹은 구매 예정인) 판매점에 
회수를 의뢰하십시오.

아니오

지정 회수 장소까지

사전에 지정 회수 장소에 문의하신 후, 대상물품과 납부완료된  「가전 재활용권」을 지정 회수 장소로 반입하십시오.

가까운 판매점까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네

2 본인이 어디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우체국에서 「가전 재활용권」을 구매하십시오. 
또한 재활용 요금은 별도의 입금수수료가필요합니다.

가까운 판매점에 회수를 의뢰하십시오.
재활용 요금 외에도 수집 운반비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판매점 혹은 수집 운반 허가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재활용 요금 외에도 수집 운반비가 발생합니다.

주소

(0562)46-8855전화번호

평일·토요일(국경일 가능)
AM 8:30~12:00 PM1:00~4:30
일요일·연말연시는 반입 불가

접수시간

41-banchi, Aza-Yoshino, Oaza-Morioka, 
Higashiura-cho, Chita-gun

시설명 동부 지타 클린센터(에코리) ●

●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미리 가연 쓰레기와 불연 쓰레기로 구분하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면허증 등)을 지참한 본인이 반입하십시오.
가정 쓰레기와 사업소 쓰레기 배출 비용은 10kg당 200엔입니다.
 (일반폐기물 한정, 산업폐기물은 반입 불가)

TEL (0562)98-0200
도요아케 유니티㈜

TEL (0562)97-6925
㈜나카니시

TEL (0562)55-9050
㈜미요시

0120-319640
가전 재활용권 센터
일반재단법인 가전제품 협회

(표준요금·소비세 별도)
가전 재활용 요금

TV: 2,970엔(16인치 이상)　1,870엔(15인치 이하)
냉장고·냉동고: 4,730엔(171ℓ이상)　3,740엔(170 ℓ이하)
세탁기·의류건조기: 2,530엔　에어컨: 990엔
※가전 재활용 요금은 제조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QR코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金 1,030円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

1 수거일(매주 수요일)의 1∼2주 전까지, 도요아케시 청소 사무소에 전화로 수거 신청을 하십시오. 
한 번의 예약으로 배출 가능한 대형 폐기물은 5개(대형 폐기물 처리권 5장분)까지입니다.

2 대형 폐기물 1개당, 오른쪽 취급점에서 1장 1,030엔의 「대형 폐기물 처리권」을 구매하십시오.

3 「대형 폐기물 처리권」에 성함을 기재하신 후, 배출 폐기물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십시오.

4 전화 신청시에 정해진 수거일 당일 아침 8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배출하십시오.
단지나 아파트일 경우는, 1층 출입구 부근에 배출하십시오.

60cm~

60cm~

60cm~

대형 폐기물
매주 수요일(예약신청 필수)

또는
동부 지타 클린센터

그 외 취급점의
최신정보는
오른쪽 QR코드로
확인하십시오.

도요아케시청 환경과 창구
(본관 2층 ⑫)
1-1 Komochimatsu, Shinden-cho  
TEL（0562）92-1113

대형 폐기물 처리권 취급점

대형 폐기물
※에어컨·TV·냉장고·세탁기·의류건조기는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 품목이므로, 
　대형 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처분 방법은 오른쪽 「가전 재활용법」을 참조)

월~금요일(국경일 등 시청 폐관일 제외)
AM 9:00~12:00 PM 1:00~4:00접수 시간도요아케시 청소 사무소

TEL（0562）92-7056

대형 폐기물은 동부 지타 클린센터에 직접 반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쓰레기를 직접 반입할 경우」를 참조)

월~금요일

AM9:00~PM4:00
※라이터도 반입 가능합니다.

(국경일 등 시청 폐관일 제외)
월~금요일 

매월 제1·3토요일
 AM8:30~PM4:00

※라이터·플라스틱도 반입 가능합니다.

매월 제2·4일요일
AM9:00~PM2:00
※라이터도 반입 가능합니다.

●소형가전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DVD 레코더·드라이어·팬히터·전자레인지·가정용 프린터 등, 
전기나 전지로 작동하는 소형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키보드 등의 주변기기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미리 삭제할 것.　※브라운관 모니터는 회수 불가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수거 대상 기준: 팬히터·석유스토브·
전자레인지·가정용 프린터:
위 4품목은 소형가전으로 시내 3개 
반입처에 무료 반입 가능

●크기에 상관없이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
오일히터·빨래건조대

이사나 대청소 등으로 인한 대량의 쓰레기는 몇 번에 나눠서 배출하거나, 직접 「동부 지타 클린센터」에 
반입하십시오. 또는 시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상점·음식점·사무소·공장 등의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사업계 일반 폐기물은 직접 「동부 지타 클린센터」에 반입하거나, 시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또한, 산업폐기물은 현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아래 품목을 처분할 경우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하거나 구매한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예:전동바이크·오토바이·소화기·가스봄베·내화금고·아코디언 커튼·타이어·배터리·자동차용 부품·도료·등유·휘발유·약품·농기구·피아노·볼링공·파칭코 슬롯머신·
온수기·급탕기·욕조·굵기 20cm 이상 및 길이 2m 이상의 목재류·콘크리트 블록·모터·컴프레서·와이어 로프·기와·벽돌·자갈·흙·프레온 사용 기기 등

•일시적 대량 쓰레기

아이치현 산업자원순환 협회　TEL （052）332-0346산업폐기물 문의처

•처리 곤란물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쓰레기

•대형 폐기물 (크기가 60cm 이상인 것) •가전 재활용법 대상품목 (에어컨·TV·냉장고·세탁기·의류건조기)

대상품목 브라운관 TV, 액정·플라즈마 TV, 냉장고·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어컨·윈도우타입 에어컨 등

●세이노 운수㈜ 나고야 히가시 지점 1-12 Minowa, Asada-cho, Nisshin City  
TEL (052) 807-0924

●오카야마현 화물 운송㈜ 나고야 미나미 영업소 507-39 Shimpo-machi, Tokai City  
TEL (052) 825-3031

●사가와 큐빈㈜ 도요타 영업소 22 Ohshita, Kamioka-cho, Toyota City  
TEL (0570) 0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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