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가정 쓰레기 배출 방법 

환경사업과 ☎086-803-1297 

 5종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분리하여 수거일에 쓰레기 지정 배출장소에 버려주십시오. 

 

※미쓰, 다케베, 세토지구에서는 일부 분리 구분이 다릅니다.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ᆞ구매점 등에 반납 또는 문의해야 하는 것 

독극물, 농약, 모터 바이크, 배터리, 오일, 염료, 타이어, 가스버너, 소화기 등 

ᆞ직접처리 해야 하는 것 

블록, 기와, 벽돌 

ᆞ이사 쓰레기 등 

분리하여 직접 시의 처리시설에 가지고 가서 처리 (가연 쓰레기, 불연 쓰레기는 유료 지정봉투에 

넣어서) 

구분 수거일 내용 

가연 쓰레기 주 2회 지정 요일 음식 쓰레기, 플라스틱류(페트병제외) 등  

불연 쓰레기 월 1회 지정 요일 유리 파편, 도자기류 등 

재활용 쓰레기 월 2회 지정 요일 

캔, 빈병, 튀김 기름 

신문지, 전단지, 박스, 잡지, 종이류, 종이백, 헌 천, 

페트병 

폐건전지‧체온계 월 2회 지정 요일 건전지, 체온계 

대형 쓰레기 

수시 (대형 폐기물 접

수 센터에 전화 신청 

필요) 

가구, 자전거, 가전 제품, 헌 이불 등, 1개의 크기가 

20ℓ 봉투에 들어 가지 않는 것 

 

쓰레기 수거 등 
 



 

●가정 쓰레기 배출은 시의 유료 지정봉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환경사업과 ☎086-803-1297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의 추진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익자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가정 

쓰레기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대상 쓰레기〉 

 가연 쓰레기, 불연 쓰레기(재활용 쓰레기 및 가지, 낙엽, 풀은 무료) 

  

〈유료 지정봉투의 종류와 가격〉 

종류 (가연, 불연 공통) 판매가격 (10장 세트) 

45ℓ 봉투 (대형) 500 엔 

30ℓ 봉투 (중형) 300 엔 

20ℓ 봉투 (소형) 200 엔 

10ℓ 봉투 (특소형) 100 엔 

5ℓ 봉투 (초특소형) 50 엔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세대」, 「저소득 세대」, 「중증 장애인」, 「장애인으로 일회용 기저귀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자」, 「개호(간호)보험의 병간호 필요도 4이상 또는 병간호 

필요도 3으로 일회용 기저귀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재택자」에게는 감면 조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케베지구는 오카야마시 구메난초 위생시설조합이 수거하므로 다케베 지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의 호별 수거와 운반 배출 

예약, 상담창구/대형 폐기물 접수센터(다케베지소 관내 제외)  ☎ 086-227-5300 / FAX 086-227-0053 

접수 시간 : 월～금(공휴일 가능) 9시～16시 

※다케베 지구의 분들은 다케베 지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 쓰레기 배출 방법 

환경사업과 ☎086-803-1298 

상점, 음식점 그 밖의 사업장의 사업 활동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지정 배출 장소에 버릴 수 없습니

다. 허가 업체에 위탁하는 등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 가이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쓰레기의 분리 구분과 배출 방법 등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환경사업과나 각 구청 대책반(히가시구는 총무지역진흥과), 

지역 센터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