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 장소 일람

2018 년 11 월말 시점

주거지회수일람
종이팩(알루
미늄 포함)

나카지마 지역센터

소재지

흰색
스티로폼
용기

주거지

나카지마쵸 26-9

조우스이신마치 지역센터 조우스이신마치
1-14-18
카미쥬크 공민관

오가와쵸 1-308

카미쥬크 도서관

오가와쵸 1-345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소카고교앞점

오가와쵸 1-891-3

키헤이 도서관

키헤이쵸 3-3-18

타치가와코메점

오가와쵸 1-937

시민종합체육관

츠다마치 1-1-1

오가와 공민관

오가와쵸 1-1012

츠다 도서관࣭츠다
공민관
가쿠엔니시마치 지역
센터
히토츠바시가쿠엔역
앞 우체국

가쿠엔니시마치
2-12-22

오가와 1 쵸메
지역센터࣭아동관
오가와 2 쵸메
지역센터࣭아동관

오가와쵸 2-1154

가쿠엔니시마치
2-28-29

츄오 공민관

오가와쵸 2-1325

복지회관

가쿠엔히가시마치
1-19-13

츄오 도서관

오가와쵸 2-1325

가쿠엔히가시마치
지역 센터

가쿠엔히가시마치
2-16-11

시약소

오가와쵸 2-1333

나카마치 테라스

나카마치 145

오가와니시마치
1-19-10

후레쉬 타마마루야스
상점
슈퍼마켓 아마이케
코다이라점

슈퍼마켓아마이케
오가와점
슈퍼마켓 아마이케
오가와 니시마치
나카쥬크 지역센터

오가와니시마치
2-30-1

나카마치 611-1
미소노쵸 1-7-5

세이부 시민센터

오가와니시마치
4-10-13

미소노 지역 센터

미소노쵸 1-19-2

오가와 니시마치
지역센터

오가와니시마치
5-4-17

미유키 지역 센터

미유키쵸 58

장애인 복지센터

오가와니시마치
5-25-15

스즈키 지역 센터

스즈키쵸 1-400

오가와히가시쵸 1805

스즈키 공민관

스즈키쵸 2-772

오가와히가시쵸 4-2-1

텐진 지역 센터

텐진쵸 4-3-1

오가와 히가시쵸
지역센터
코다이라 겐키무라
오가와히가시
오가와히가시
제 2 지역센터

오가와히가시쵸 5-9-1

오오누마 지역 센터

오오누마쵸 2-17-33

코다이라 우체국

오가와히가시쵸 5-16-1

오오누마 공민관

오오누마쵸 7-1-17

후레아이 하수도관

조우스이혼쵸 1-25-31

하나코가네이 공민관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2-12-6

조우스이혼쵸 3-11-11

하나코가네이 지역
센터࣭아동관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3-3-17

조우스이미나미쵸
1-27-1

토오부 시민 센터

하나코가네이 1-8-1

조우스이미나미쵸
1-31-26

하나코가넨이 지역
센터

하나코가네이 3-10-1

조우스이미나미쵸
3-18-15

하나코가네이 공민관

하나코가네이 5-41-3

키헤이쵸 1-10-9

로손스토어 100
하나코가네이점

하나코가네이 8-33-15

조우스이혼쵸
지역센터
조우스이미나미
공민관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조우스이 1 쵸메점
다카스기코메점
키헤이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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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와쵸 1-3045

츠다마치 3-11-1

오우메카이도

재활용 센터

오우메카이도

시약소

친환경 매장
시에서는 매장회수와 비닐 봉투의
감소등 3R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매장을 「친환경 코다이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매장 일람

강철 캔

병

알루미늄 캔

종이팩

계란 포자용기
(플라스틱)

플라스틱
포장용기

색이 있는
스티로폼 용기

흰색 스티로폼
용기

매장 소재지

페트병 캡

코프미라이미니코프다카노다이점
코프미라이 코프 다카노다이점

친환경
인정

페트병

매장명

(주)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종이팩 포함
그 외

조우스이신마치 3-10-8

세이유 히가시야마토점

오가와쵸 1-396-1

이나게야 코다이라 오가와바시점

오가와쵸 1-432-1

사에키 다카노다이 식품관

오가와쵸 1-1097

코프미라이 오가와니시마치점

오가와니시마치 1-2-1

마미마트 코다이라 오가와점

오가와히가시쵸 1-6-20

이온푸드스타일 코다이라점

오가와히가시쵸 2-12-1

신문, 잡지, 광고지,
책, 골판지

ＴＡＩＲＡＹＡ 코다이라점

오가와히가시쵸 5-20-16

신문, 잡지

사미트 스토어 코다이라 조우스이혼쵸점

조우스이혼쵸 5-13-1

업무슈퍼 코다이라점

키헤이쵸 1-14-28

이나게야 코다이라 가쿠엔니시마치점

(주)

세이유 코다이라점

가쿠엔니시마치 3-30-18
가쿠엔히가시쵸
1-4-5
미소노쵸 1-33-2

이나게야 코다이라 메구리타점

메구리타쵸 92-1

(주)

마르에츠 히토츠바시가쿠엔점

코프미라이 메구리타점
야오코 코다이라 메구리타쵸점

(주)

비닐봉투

플라스틱
용기(투명한 것만),
과일용 용기 등

메구리타쵸 305-5
메구리타쵸 340-1

이나게야 코다이라 텐진점

텐진쵸 2-1-1

피콕 스토어 하나코가네이점
세이유 하나코가네이점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1-25-29
하나코가네이 1-2-23

이나게야 하나코가네이역 앞점

하나코가네이 1-8-3

코프미라이 하나코가네이점

하나코가네이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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ϝԁ لઃ

В ޮԣ̘ࡿ ؎ ،أ

ψߪ ԫ
࣬ࠚݡݨ.

ऌ̤̓ऌ ऌ ߆В ޮԣ̘ࠎш ߯Ւऎ ӿݘ ࡅ̘ૣ࢝,ɹ࣭ ࢼૺ,ٵТ ࢼૺ,
˅ݥ(ૺࢼ בն ࢼૺ ૣଞ) 15cm ײրࡿ ӿݘ ࢼૺࡲ В ޮԣ̘
ଢзѹПЩ. ʟࢴऌգВ  ˅ڋԫ ࣬ࠚݡݨ.
ऌࢺ ޮԣ̘لઃ җߪɹऌ ߆В ʥࡲ л
ޮԣ̘ࢌПЩ.
߂ࢄݘઽ

Μࢹ בɹԀ

߯Ւࢄ ݧଛ
ࡲ ࠤ, ࣔࢄգ

࠾ˮիચ ࡅ̘(ࣔࢄ)
ࢇୠࡅ ଠઽ

30cm ࢄ ࡿەਫ਼ࢆ

ԣࢲݡચ

નݒ

،ࢼݞ

лԘࡿ זԸ সٔட
ࢳݡʝΜ ː̘ ࣵ ϧ߂
ࠩࢴட ࡅۉଛ ୬ ն̘.

ࡵޮ זݢԣ̘

ۉऎ

ऌ ߆В ޮԣ̘ۭВ ޮԣ̘Ը سʾѹПЩ.
15cm ײրࡿ ӿݘ ࢼૺ

ˮѼ(̓ܓգɹ җߪ ࢎऌ ߆В ʥ)

ݥն
ࢼૺ ࢟ܒ

˅ૺࢼ ב

ɹ࣭ ࢼૺ

ٵТ ࢼૺ

߯Ւऎ ӿݘ ࡅ̘ ૣ࢝
߯Ւࢄ
ݧଛ ɹ،
ۼચ ࢄଋ࣭
ٵҞࠚ ࢄଋ

ࢆݘચ ̘ࡅ࢝ૣ ࡿૺݢ

߇ՑײЍ ୋ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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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ӓ ࡅ̘

վ࠾ωऄ Ҝࡿ
કٮգ

̘կࡰԸ ߯Ւऎ
ظ
࣌ײՋ, ݘଋ لऌ

࢟ੑࡿՋ ޮԣ̘ նВ أ
վɹ ٝߪ ࢎВ ʥࡲ ӿݘ ࡅ̘ૣ࢝ࡰԸ ٔնѹПЩ.

ࡧࡅݢ

В ޮԣ̘Ը ٔնѵВ ʥ

ࡧࡅݢВ ইࢄΜ ࣔࢄ கܶݡਾшऌ
˅ࢼԸ ˱ାۭ ԫ ࣬ࠚݡݨ.
(ߓ ەԸВ ܶʝଙऌ ߆ݞПЩ.)

սʝ࣯ࢄΜ ॶϲࡅ ࡅ̘Ҝࡲ
А ޮԣ̘ࢌПЩ. ؎۳ࡲז
୕࢝ ݥԫ ࣬ࠚݡݨ.

࣬ࡿ

߂ ࠜ ࡿՋ̘˔ ѧԫࣶߛ ଜ ʥ
࣬ۉГ, Гࢄ ٝߪ ࢎВ ࣬ ̘ۉҜ ࣍ڱଛ
ʥ,  ָߣࡿ ̘࣬ۉВ ۭݡВ ܶʝଙऌ
߆ݞПЩ. ғ ࡒظ ݡӓВ ˮࢌଛ ߜ˯
ѧԫ ࣬ࠚݡݨ.

лΜټ בՑ Ҝ ऌࢺلઃ җߪɹऌ
߆В ʥࡲ л ޮԣ̘ࢌПЩ. ل
ָߣࡿ ʥࡲ ଢଙࠃ ऌࢺلઃ
ψࡳ ʾࡆВ ғ ۭߪד ݡԫ
࣬ࠚݡݨ.

בՋԸ ܶʝѵВ ʥ

Μכɹऌ ࠶В ઃֵࢄΜ ઃֵ لઃ ψߪ ԫ

Μכɹऌ(ʬ ӿ ࡒࡰԸ ࡅଟПЩ)
ɹࢺۭ խ ΜכɹऌВ Щխ В ޮԣ̘ࠧ شѣԸ ܶʝଟПЩ.
10cm ऍʾ ײրࡿΜכɹऌԸ ࠸ा ̍պ˒ ʈࢄ ̜ࢄ 50cm ײր,
ە ࡲדԸ ऍʾ 30 cm ײրࡿ  ֱࢄࡵד1 ୠ 5 ̤ࡵדऌ בՋ ܶʝଟПЩ.

̜ࢄ
50cm ײր

ऍʾ
30cm ײր

ȉ ̚ΜכɹऌΜ ऍʾ 10cm ࢄ ࡿەΜכɹऌ, ଛ ؞6  ەࢄࡵדնВ ʾࡆВ л
ޮԣ̘ࢌПЩ. ਊЩࢄӿ ݡл ޮԣ̘ ࢸܶ۾ਜ਼ポࢴ୕ 03-5715-1774マԸ ݣଢ
࣬ࠚݡݨ.
ȉऍʾ 20cm ࢄ ࡿەΜכɹऌВ ࡒܸୗ˒Ը ࡿהଢ ࣬ࠚݡݨ.
ȉ߳ ̘اծ ࡿՄଛ ʾࡆВ ̍ ߳ ܶʝծ ࡿՄଢ ࣬ࠚݡݨ.

ɹࢺۭ Μࠜ ΝࠋࢄΜ ࢚জВ 1 ୠ 5 لઃ̤ऌ ΜЂۭ ԫ
࣬ࠚݡݨ.

ࣔࢄ ̘ࢲ̃
؎۳ ࡲזն˅ ୕࢝ ݥԫ
࣬ࠚݨݡ.
ȉࣔࢄ ̘ࢲ̃ ࢄ࠶ࡿ ʥࡲ ψऌ վࠚݡݨ.
ই ̘ࢲ̃, ̘ࢲ̃ ৯, ۟նࡅૺ,
ߒࠩࡅ ̘ࢲ̃,
ݡચ Ҝࡲ
В ޮԣ̘ࡿ
ऌࢺ ܶʝلઃ
ψߪ ԫ
࣬ࠚݡݨ.

ࡵޮ זݢԣ̘ ʀԘ

Μ ۉلࡒ࣭כܒԸ ୠܶѶ ޮԣ̘
ȉ߳  ̘اҜࡳ ࡿՄଛ ʾࡆВ ߳ ࡿՄଢ অնଢ ࣬ࠚݡݨ.
ȉࡒ ۉلܒԸ ୠܶѶ ޮԣ̘ВВ ޮԣ̘, ऌ ߆В ޮԣ̘Ը
ΜЂۭ ૣ؎ ۭݡଛ ࡒݘ ۉلન৯ծ ٝࠃ ԫ ࣬ࠚݡݨ.

В ޮԣ̘ࡿ 40%ɹ ࡵޮ זݢԣ̘ࢌПЩ. ࢄૺݢ ࡅۉײΜ Τࡲ ࡵ ࢆ࣯ ࡳݥܕ ࡳݢ୬…
ࡵޮ זݢԣ̘ծ ࢟ࡅଢ ٵծ րҗ˅ ࢎݞПЩ.

ࡵޮ זݢԣ̘ծ
չ ҳВ
ғ̘ז ݡծ
ࢼʝଢ ࣬ࠚݡݨ.
։ ψߪ
ࡰܕԸ ङВ
ʥࢄ ڀի˅
୧˒ࢳࢄ֯ 10ペ
ʀԘࢄ ѹПЩ.

ࡵޮ זݢԣ̘ծ ࡵࢄࡒݢӿ
ն ֍ʴ ٔն ܶʝଢ
ࡒࡰԸۭ
࢟ࡅ()୕ٵଙВࡒૺݢ
ୗʾ߳ۉࡳ ݡݥଙ˅
ࢎݞПЩ.ペʀԘࢄ ѹПЩ.
॰ɹ ங։В 3 ɹˮ ࢄ̍ ࡿەՖࡳ րҗߪࡳࡒ ૺݢ
ٔնଢ ࣬ 1 ୠ ࢴࡅ ߣѭࢄ ψߪ ࣬ࠚݡݨ. ॰ɹଙݣ
ɹˮࡿ ٔҗʬВ րҗߪऎ ٵծ ΜЂ ғջПЩ.

ޮ זݢࡵ(ࡒૺݢԣ̘)অն̘ˮ ˮࢌٵ
̓࣌ؼ
זݢࡵ(ࡒૺݢ
ޮԣ̘)অն̘ˮ
 ࢄ̓࣌ؼ
ΜࠣПЩ
(ˮࢌ ̓ߓࡿ
2 ٔࡿ 1,
ɹࢺࡅࡲ নл
3 ր߽. ߳ ࡲࡅבনл 30 ր߽̤ऌ)

࢟ࡅ ܶʝ५(17 ૐࢄऌ)Μ ࢄةચԸ ࢄૺݢ ࡅۉײΜ ࡧࡅݢծ ࡒࡰԸۭ ָࡰ˅ ࢎݞП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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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않는 쓰레기 버리는 방법

흰색봉투에
넣어버려
주십시오.

자기, 유리, 15cm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 금속류는 타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전지는 빼고 버려 주십시오.
지정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대형
쓰레기입니다.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포트

금속제품 장난감

거울

가위
토스트기
호치케스

규조토 발매트

컷터칼
선글라스࣭
안경(유리제품)

병만 판매하는 것
 (매실주 담그는 병)

도자기

기름으로 얼룩진
병이나 캔
구두
15cm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

(금속류가들어있는 것)

우산
(１ｍ미만의 것)

금속류

물통(금속제)
금속제나 플라스틱제 옷걸이

유리

주의
깨진 물건,칼 등의 날카로운 물건,못,바늘,
면도날 등은 통행인이나 수거원이 다치지
않도록 신문이나 헝겊 등으로
싸서「위험」이라고 지정봉투에 써
주십시오.
도자기 식기는 재활용
수거차(17 페이지)회수에 협력해 주시면
리유스(그대로 재사용)되거나 도자기
원료로 재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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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등 봉모양의 1ｍ미만의 것은 반 이상
들어가는 크기의 지정봉투에 넣어
반드시 묶어서 버려 주십시오.

նऌ փ˅ ࣌̓ ࢟ ۭمܕࡅࡰԸ
Щ ް ܒ ɹࢴ
ܒɹࢴ ୠܶ ૺֹ

 ݘୠܶ
ܒߜݡ, ѭْ ْۭ ۾״ݡਜ਼, ݡέ
ѣۭ˔(ৄࠚ࣭ ਾଶࢄ࣭ऀײ࣭Щ࣭
ࠚࠚϹվ)
Μվ ӿ ݘ۳ѵߪ ࢎВ
ୠܶ  ݘЩࡵࡿ ܒɹࢴࡳ
ɹࣄࠚֱݡ
ங̃̓ࡰܓԸ ࢟ࡅଟПЩ.
(ݘɹ ࢎВ ݡ۳ࢄ Эା ࢎࡳݡВ
չ ܶ ߴݞПЩ.)

AC ߪрਜ਼
ETC ѭ५ ࢝
IC ԣਊх
USB ָ֦ն
ࢄߪ
 ࠚҞࠚ
ωٵʬࢄ܇
ࢴܕҜ
ஆл ࡵ߃ ԣࢄߪ

ஆлࡅ ʬࢋ̘
ஆл
৹ࢄٱ
সࢴ̘
ʝ ʬࢋ̘
ੇ ەˀ̘ی
Ҟऌਫ਼ ֦ӿ
ࢴ̘ ֱѣ̘
ࢴ̘ ࢄ̘

ࢴ ୁߌˀ
ࢴ ࠜˀ
ࢴ ࣵˀ
ࢴܶঊ
ࢴѭܖ
ࢴ୕̘
ݡˀ
ଙғ Ҟݘ
ଔկ ֦ӿ

˅ѓ̘
ଶߪ ғӿࢄ̘
ଶғ
ஆлࡅ ωٵʬࢄ܇
ஆлࡅ ٵҞࠚ ֦ӿ
ؼ̘
ָ֦ն ғ
ӿҞࠚ
նָ

࣬ࡿ
ୠܶ  ࡿݘઃࢌˮВ ۼԸ 11cm ɹԸ 24cm ࢌПЩ.
ઃࢌˮ җߪɹऌ ߆В ʥࡲ ऌ ߆В ޮԣ̘ ԫ ࣬ࠚݡݨ.
ୠܶ ૺֹ ࢄ࠶В ࡰࢳەԸ ޮԣ̘ նВ  أҩӿ ࣬ࠚݡݨ.
ʋࢆࢺؼɹ ૣଞѶ ࢼૺࡲ ࢺ ؼҜࡳ ࢼʝଛ ୬ ԫ ࣬ࠚݡݨ.
ࢴऌգВ  ˅ڋԫ ࣬ࠚݡݨ.
ܒɹࢴࡲ ࡰࢳەԸ ऌ ߆В ޮԣ̘ ୠܶࢇ ն܅ѣ
ࡒ୕ѵऌВ ߆ݞПЩ.

ੑ؎ ࡿଛ ୠܶ
Μӿۭ ऌࢺଛ նϏࢼ(࣬) ࢆਜ਼Ϗ(৴ଅਜ਼ ӓВ
ݣ
ݘվચ)ۭ ݣଙֱ ੑ؎߳ɹ ओ̤ऌ
ங։Ρङ(নЬ ЩࡵΡ) ୠܶଙԙ ࠣПЩ.
࠾̓ワୠܶ ࣬ܒऌɹ
ਊ߂Ҟӿ ݡέԸ
৴ଅਜ਼ծ ૣଞଛ
ʾࡆВ
ங։Ρङ ୠܶ! নЬ
1 ୠз 1 ەВ
בՋࢌПЩ(ࠣ܇
ۭݘٵВ ࡧՋ)

ָ߂Ѽֱ

Ը ୠܶ

ЩࡵΡ

ݣ࣭ۼەࡲ WEB ۭ

նϏࢼ

࢟ࡅ ܶʝ५ ɹऌ˅ ʁݡЩ.
࢟ࡅ ܶʝ५В ࠆ 4 ୠ
ࢺѣ Ρङࠧ ࢝ܒծ
ࢺଢۭ ѣ̘ ̍ձ, Щ
ް ܒɹࢴ,
ૺݢ ࡅۉײ, ࡧࡅݢ
Ҝࡳ ʝ࣬ऌۭ
ܶʝଟПЩ. ࡒࡰԸ ࢟
ࡅଞ ࡿଢ
ୗʾْгࡳ ࣯ࢄ˅ ֍ջ
অٔԘࡿ ʀܒԸ ܸୗ
ۉୠࡿ ݥୀࡳ ֹ૯Ը
ଟПЩ.

ѣ̘ ̍ձワ ѣ̘ ̍ձࢄֱ ̰ऌʝΜ ࢄڀऎ ʥѣ ɹЙ
 ࡿ࠶ࢄ ̘ݢʥ(࢟ਫ਼ࢄ, ͝ ظҜ), ࡧնࢼૺ, ऍࢸ ٖ ࡅۉଛ ʥ(Ӟ؎̘ Ҝ),
ݘન৯ɹ ٝߪ ࢎВ ʥ( ֱ̘ؤOK), ߯Ւऎ ʥ(߀ࡰֱ OK)ࡲ ܶʝଜ ܶ ߴݞПЩ.
ૣ࢝ऌВ ɹࣄɹ ࣬ࠚݡݨ.
ܒɹࢴワ ݘୠܶ ҳࠧ ʈࡲ ૺֹࡳ ࢟ࡅ ܶʝ५ۭѣ ܶʝଟПЩ.
ૺݢ ࡅۉײワɹࢺ Τ߂ ࢎВ ࡵ(ۭ߂ָ ࡳזݢғ ғӿࢄ)ٮ,
ݡέࡿ ߪոࢄ ݢз Ҝࡿ ࢟ݢՋԸ ࡅଙ˅ ࠃԙɹऌ ࢄࡧԸ ߪ ۉݢԫࡌࡳ
ʶ˅ ࢎВ ٔҗʬ ࢼːѹПЩ. ࣌պ, ࢆݘચ ૺݢ, ર ݘҜ վխ ࡰૺݢԸ
ײʋە لԸ ૣ࢝ࢄ રܕѵऌ ߆ࡲ ࡧ̘ଛ 1 ʋࡓࢄ ەΤࡲ ʥ
(࠾ε࢝ εѭૺݢ, ࣌պࡲ ٖɹ)ࡲ ɹࣄɽ ܶ ࢎݞПЩ.
ࡧࡅݢワ ɹࢺۭ ࡅۉଛ ̘ ۺזݢկࡲ ݞߴ˔ە ࡲࡅۉײ ࣭ࡅۉПЩ.
Щր ӿғΜ ਜ਼ Ҝࡿ ѭ̘ ۺזկ, ̘ ࡿ࠶ࢄ ࡅݢկࡲ ٖɹЙଟПЩ.
ୠܶଛ ࡧࡅݢВ BDF ( ࠚࢄҞࢿ ࠆՋ)Ը Щ ݡրҗߪࣄ
ਊЩࢄӿ ୗʾ ૐݘનؠ Ҝࡿ ࢄةચۭ ࢴ̘ࡿ ࠆՋ ҜࡰԸ ࡅѹПЩ.
ࡒܸୗ˒ࡿ ॴˮۭВ ѣ̘ ̍ձ, ܒɹࢴ, ࡧࡅݢ, ࠋۭ,  ચնऌծ ୠܶଙ˅
ࢎݞПЩ.

Щ ް  ચնऌ
Щࡵ ̘߳ࡿ ࢺૺ ચնऌВ  ࡿܒߜݡୠܶ  ݘɹࣄ ɹ࢟ ֱݡࡅѹПЩ.
(ɹࢺۭ ࡅۉଛ ʥր лࡰەԸ ݧଙʬ ەܕѶ ʥࡲВ ޮԣ̘ࢌПЩ)
ٮӿх ː߳(࣬), ৣϟ(࣬), і(࣬), ࢄۼਊ ࠀ )࣬(ܕ, ࢇ ؿஆԩ ઽ৯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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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수거할 수 없는 것
에어컨,TV,냉장고࣭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의 처리 방법
시의 대형쓰레기에서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교체시에는 사서 바꾸는 가게에 의뢰해 처리해 주십시오.
버리기만 하는 경우에도 구입한 가게에 수거를 상담해 주십시오.
구입한 가게를 모르거나 멀어서 수거를 의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유초은행 또는 우체국(저금창구)에서 가전 재활용 요금을 송금
메이커에 따라 가전 재활용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메이커명과 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전국 어느 유초은행 또는 우체국(저금창구)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반 의뢰

직접 운반할 수 없는 경우는 오른쪽 표의 수거 운반 업체에
의뢰하거나 사무 센터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유료)
문의) 코다이라시 청소사업 협동조합「사무센터」 ☎042(313)8491

수거 운반업체
(주)오가와코우에이
(주)다이토켄코
타카스기쇼우지(주)
(유)토키와구미
(유)나카무라구미
(유)마고메쇼우지
(유)요시다구미

인수장소에 직접
가져간다.

직접 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 인수장소에 직접 가져 오셔도
됩니다. (그 경우는 수거 운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반입장소는 시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컴퓨터 처리방법(다음의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다 쓴 컴퓨터는 메이커(제조업체)가 회수࣭재활용을 하니 각 메이커에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직접 만든 컴퓨터나 메이커를 모르는 컴퓨터는

문의)

컴퓨터 3R 추진협회☎03(5282)7685

자세한 배출방법이나 금액은 각 메이커에 문의하시거나 컴퓨터 3R 추진협회의 홈페이지(http://www.pc3r.jp/)를 참고하십시오.

나라에서 인정한 사업체인 리넷제펜(주)(17 페이지 참고)에 인터넷(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 택배업체가 집으로
와서 희망일(최단은 다음날)에 회수합니다. 전화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요금：1 회당 1 상자는 무료(회수하는
주소지가 코다이라시 내인 경우)
※ 옵션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신청࣭자세한 내용은 리넷제펜(주)홈페이지(http://www.rent.jp)를 참고하십시오.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
시의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판매점이나 폐기물처리 업체에 인수를 의뢰해 주십시오.
밧데리, 타이어,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50cc 를 넘는 것), 소화기, 프로판 가스용 가스통, 내화금고, 피아노, 등유, 약품,
농약, 건축자재, 콘크리트, 벽돌, 돌, 모래, 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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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쓰레기 처리방법
사업용 쓰레기(사업용 일반폐기물)은 가게와 회사의 사업활동에 의해 생긴 자원 쓰레기입니다. 사용활동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복지사업 등의 공공사업 공공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또한 사업용 대형쓰레기࣭
사업폐기물은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산업폐기물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처리를
위탁해 주십시오.

시의 사업용 지정봉투를 구입하여 시의 수거로 처리한다.
소량배출 사업체
(1 일 평균 10kg 미만)

지정 수거봉투를 구입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시의 지정날짜 분별방법으로 사업소
앞에 내놓으면 시(위탁업체)가 수거한다.
※ 수거를 시작할 경우는 수거 개시일의 토요일࣭일요일࣭축일࣭연말연시를 제외한
2 일전까지 자원순환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소량 배출업체라도 수거운반 허가업체와 계약하셔도 됩니다.

지정봉투의 종류࣭가격

※ 2019 년 2 월 21 일 이후는 22 페이지의 취급점에서 판매합니다.

봉투 사이즈

가격(쓰레기처리 수수료)

대형(45ℓ 상당)

3,000 엔(10 장 1 세트)

중형(20ℓ 상당)

1,300 엔(10 장 1 세트)

소형(10ℓ 상당)

600 엔(10 장 1 세트)

대형(45ℓ 상당)

1.200 엔(10 장 1 세트)

중형(20ℓ 상당)

500 엔(10 장 1 세트)

소형(10ℓ 상당)

200 엔(10 장 1 세트)

봉투의 종류

타는 쓰레기࣭타지 않는 쓰레기용 봉투
※ 품목별로 나눠서 버린다.

재활용품용 봉투
(병࣭캔࣭페트병࣭플라스틱 용기포장)
※ 품목별로 나눠서 버린다.

재활용품용 끈
(신문지,잡지(책) ࣭종이류, 골판지 등)

100ｍ

7,200 엔(1 묶음)

50ｍ

3,600 엔(1 묶음)

봉투나 끈은 기입란에 반드시 가게 이름이나 사업소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배출장소
도로에 접한 사업소 앞에 내다 놓으십시오.
단, 수거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상점가에서
정리하고 싶은 특별한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수거일࣭분별방법
가정용 쓰레기와 같은 요일࣭분별방법으로 내다 놓아
주십시오.
가게와 주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사용업 쓰레기와 가정용
쓰레기를 나눠서 버려 주십시오.

다량배출 사업체

시의 허가를 받은 수거운반 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처리한다.

(1 일 평균 10kg 이상)

수거방법 등을 임의로 계약해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다.

분별방법은 가정용 쓰레기와 동일하나 버리는 방법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코다이라시의 수거 운반업체와
상담해서 계약해 주십시오.
코다이라시의 수거 운반업체는 오른쪽의 7 개사가
있습니다. 또한 시외에도 수거 운반업체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원순환과에 문의
하십시오.

코다이라시 청소사업 협동조합 가맹 7 개사
업체명

소재지

(주)오가와코우에이

가쿠엔니시마치 1-37-31

(주) 다이토켄코

오가와히가시쵸 5-19-20

타카스기쇼우지(주)

조우스이혼쵸 4-8-12

(유)토키와구미

텐진쵸 1-3-32

(유)나카무라구미

하나코가네이 1-29-4

(유)마고메쇼우지

나카마치 543-1

(유)요시다구미

미소노쵸 1-1-2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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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쓰레기 배출방법
사업(회사,가게,자치회 등)에서 버리는 대형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화 신청

코다이라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로 신청해 주십시오.
접수시간 월요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연말연시 제외) 오전 8 시 30 분～오후 6 시

창구 신청

자원순환과 창구로 와 주십시오.
2019 년 4 월 1 일(월)부터 재활용 센터(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5-19-10)으로 이전합니다.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 , 연말연시 제외)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

인터넷 신청

코다이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점검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는 물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전에 물품의 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폐기물 처리 스티커 구입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 센터나 이웃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버리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발생 억제࣭재사용)

22 페이지의 폐기물 처리 스티커 취급점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폐기물 처리 스티커 취급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신청시 안내해 드립니다.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붙여 부지내에 버린다.
폐기물 처리 스티커에 이름과 신청일을 기입하여 확인하기 쉬운 곳에 붙여 주십시오.
자택의 부지내에 부재중에도 수거할 수 있는 도로변 등에 내다 놓아 주십시오.
공동주택 등은 부지내의 수거장에 버려 주십시오.

수거
보통 접수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부터 4 일 이내에 수거합니다 (토࣭일, 공휴일 제외)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는 수거 개시일을「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부재중에도 수거합니다.
물건에 따라 수거하는 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나 신청이 붐빌 때는 수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다이라시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접수시간

월요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연말연시 제외)
오전 8 시 30 분～오후 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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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 쓰레기의 수수료
품목
의류상자(케이스)
의자(식탁 의자, 다리 없는 의자, 책상 의자)

あ행 우레탄 매트리스, 삼단 매트리스
오디오 기기(일체)
오디오 장식장
가스렌지(가스버너)
나무 컬러박스★
경대࣭ 화장대
신발장
か행
코타츠 테이블
코타츠(전기 코타츠)
골프채(14 개 까지)
캐디백
세발 자전거
자전거
융카페트,카페트★
조명기구
어항(플라스틱제)
어항(유리)
さ행 전신 거울
양복 케이스
스키 보드
스토브(팬히터 제외)
선풍기

품목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엔)
200
200
200
200
600
200
200~600
1.000
600
200
200
200
200
200
600
200~600
200
200
600
200
200
200
200
200

단위(엔)
200
600
600~2,000
200
1,000
200~600
600~2,000
200~600
1,000
200~1,000
200
200
600
200
1,000
2,000
1,000
200
200
200
600
200
600
600

품목
청소기
さ행 소파(1 인용)
옷장★
차일드 시트
책상
た행 테이블★
TV 장식장★
전기장판, 전기 카페트★
전자레인지
장식장(책장, 식기장)★
행거࣭스탠드 옷걸이
비디오 플레이어࣭DVD 플레이어

팬히터(석유,가스)
프린트기(잉크젯)
침대(싱글)

は행 침대(더블)
침대 매트(스프링 포함)
유모차
아기의자࣭ 흔들침대
변좌(비데)
미싱(탁상용)
ま행 미니 컴포넌트(스피커 없음)
미니 컴포넌트(스피커 있음)
ら행 전자레인지 수납장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대형 쓰레기는 해체하여 유료의 지정 수거 봉투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형 쓰레기의 신청과 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필요 없습니다.
※ 재질에 따라 지정 봉투에 넣어 반드시 묶어서 캘린더의 수거일에 맞춰 버려 주십시오.
※ 지나치게 무겁지 않도록 해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 만큼만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버려 주십시오.
선풍기

배출 예
책장, 침대

선타는 쓰레기풍기

타지 않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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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는 코다이라

지정 수거 봉투 취급점 일람
매장명

소재지

지정

스

봉투

티

상공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매장명

소재지

크리에이토 에스࣭디
코다이라 나카지마쵸점

코다이라시 나카지마쵸 31-17

조우스이신마치
아사미차엔

코다이라시 조우스이신마치 1-24-38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조우스이신마치 1 쵸메점

코다이라시 조우스이신마치 1-24-42

생활협도조합 코프미라이
미니코프타카노다이점

코다이라시 조우스이신마치 3-10-8

타카노다이
로손 코다이라타카노다이점

코다이라시 타카노다이 17-15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타카노다이점

코다이라시 타카노다이 31-15

세키네상점

코다이라시 타카노다이 44-10

마미마트 코다이라 오가와점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1-6-20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오가와히가시 1 쵸메점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1-11-11

브리지스톤 코다이라 생활협동조합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1-18-15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오가와역
히가시구치점
웰시아 이온푸드스타일
코다이라점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2-12-1

이온푸드스타일 코다이라점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2-12-1

오가와 주택관리조합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2-13-17

코다이라시
시게타 사이클
에코스 TAIRAYA 코다이라점
코다이라시
조우스이혼쵸

(유)모로오카석유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136-1

로손 코다이라 오가와쵸 1 쵸메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279-2

산드럭 코이가쿠보점

세븐일레븐 히가시야마토시역
미나미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388-5

(유)에토우상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432-1

웰파크 코다이라 오가와바시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432-1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854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소카고교앞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891-3

타치카와코메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937

미니스톱 코다이라
타카노카이도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973-1

타카노다이 식품관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1097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타카노카이도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1115-3

오가와히가시쵸 3-1-1
오가와히가시쵸 5-20-16

코다이라시 조우스이혼쵸 2-14-34
코다이라시 조우스이혼쵸 3-5-3
코다이라시 조우스이혼쵸 6-4-1

(주)아미쿠라주류점 Y 숍
쿠라야코다이라

코다이라시 조우스이혼쵸 6-10-15

조우스이미나미쵸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419

(주)이나게야 코다이라 오가와바시점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오가와쵸점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조우스이미나미쵸 1 쵸메점

코다이라시 조우스이미나미쵸 1-31-26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조우스이미나미쵸점

코다이라시 조우스이미나미쵸 2-15-41

요코야마상점

코다이라시 조우스이미나미쵸 2-28-9

(유)다카스기상점

코다이라시 조우스이미나미쵸 3-18-15

키헤이쵸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키헤이쵸 1 쵸메점

코다이라시 키헤이쵸 1-11-2

빅࣭에이 코다이라단지점

코다이라시 키헤이쵸 3-2-5-106

츠다마치
로손 츠다마치 3 쵸메점

코다이라시 츠다마치 3-34-10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가쿠엔니시마치점

코다이라시 츠다마치 3-35-22

히지카타상점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오가와
오우메카이도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2141

아사야케 제 2 작업소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159

세븐일레븐 신코다이라역앞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212-1

와다양품점

코다이라시 가쿠엔니시마치 1-25-38

드럭세임스 코다이라 오가와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220-5

슈퍼 아마이케
히토츠바시가쿠엔점

코다이라시 가쿠엔니시마치 1-26-41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1-2251-1

(주)스즈카메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278-9

미니스톱 코다이라 오가와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812-3

산드럭 코다이라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813-1

JA 도쿄 무사시 코다이라 퍼머즈
마켓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827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오가와쵸
2 쵸메점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1956-4

(유)우치야마 자동차공업

코다이라시 오가와쵸 2-2048

(유)히사야히지카타베이코쿠점

생활협동조함 코프미라이
코프 오가와니시마치점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1-2-1

슈퍼 아마이케 오가와점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1-19-10

renkaippin.com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2-26-13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나카쥬크도오리점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3-1-10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오가와니시마치점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3-26-1

코다이라시 츠다마치 3-40-8

가쿠엔니시마치

로손 코다이라
가쿠엔니시마치 1 쵸메점
(유)코다이라흥업

코다이라시 가쿠엔니시마치 1-26-44
코다이라시 가쿠엔니시마치 2-13-33

로손 코다이라
가쿠엔니시마치 3 쵸메점

코다이라시 가쿠엔니시마치 3-1-35

웰시아 코다이라 가쿠엔니시마치점

코다이라시 가쿠엔니시마치 3-26-22

(주)이나게야 코다이라 가쿠엔니시마치점

오가와니시마치

코다이라시 가쿠엔니시마치 3-30-18

가쿠엔히가시쵸
타마시바전기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1-3-9

타케다베이코구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1-3-10

마르에츠 히토츠바시가쿠엔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1-4-5

빅࣭에이 코다이라
가쿠엔히가시쵸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1-4-7

산드럭히토츠바시가쿠엔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1-6-13

녹차와 김 미야나베엔
가쿠엔사카모토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1-8-1

카스야 부동산(주)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4-13-16

(유)유와 (오노타바코점)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4-23-25

츠루하드럭 코다이라오가와점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4-23-25
산에이토 오노

타카하시사케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2-6-29

코토부키 부동산(주)

코다이라시 오가와니시마치 4-28-6

드럭세임스 코다이라 히가시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3-6-25

로손 코다이라 가쿠엔히가시쵸점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3-6-28

오가와히가시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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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1-21-15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조우스이혼쵸점
웰시아 코다이라 조우스이혼쵸점

오가와쵸

돈키호테 코다이라점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1-5-23

웰시아 코다이라 오가와히가시점

코다이라시 오가와히가시쵸 1-6-20

스

봉투

티
커

커

나카지마쵸

지정

ROOM

코다이라시 가쿠엔히가시쵸 2-6-21

SELECT

나카마치
바모스

코다이라시 나카마치 1-11-2

지정봉투: 가정용 지정 수거봉투, 사업용 지정 수거봉투
스티커: 폐기물 처리 스티커
매장명

소재지

지정

스

봉투

티

지정 스

매장명

소재지

커

로손스토어 100 코다이라
나카마치점

코다이라시 나카마치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아카시아토오리점

코다이라시 나카마치 425-8

커

하나코가네이

251

(주)마츠모토키요시
하나코가네이역 키타구치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1-1-11
에메랄드 빌딩 101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1-2-23

합)세이유 하나코가네이점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나카마치점 코다이라시 나카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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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노쵸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1-3-26
미즈구치사케점
(주)이나게야 하나코가네이역 앞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1-8-3

세븐일레븐 코다이라역 미나미점

코다이라시 미소노쵸 1-2-15

슈퍼 아마이케 코다이라점

코다이라시 미소노쵸 1-7-5

웰파크 하나코가네이역 앞점

패밀리마트 마루만코다이라
미나미구치점

코다이라시 미소노쵸 1-12-5

무라노야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1-10-9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3-7-5

합) 세이유 코다이라점

코다이라시 미소노쵸 1-33-2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도쿄카이도점
생활협동조합 코프미라이 코프
하나코가네이점

(유)마츠미전기

코다이라시 미소노쵸 2-2-9
코다이라시 미소노쵸 2-2-18

패밀리마트
하나코가네이 4 쵸메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4-13-9

패밀리마트 코다이라역
키타구치점

코다이라시 미소노쵸 3-31-32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하나코가네이 4 쵸메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4-32-1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미소노쵸 3 쵸메점

토모즈 하나코가네이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4-32-9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부도우칸마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5-1-20

웰파크 코다이라
하나코가네이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5-35-26

드럭포유 코다이라점

메구리타쵸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메구리타쵸점

코다이라시 메구리타쵸 89-4

(주)이나게야 코다이라 메구리타점 코다이라시 메구리타쵸 92-1
웰파크 코다이라 메구리타점

코다이라시 메구리타쵸 305-5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메구리타쵸점

코다이라시 메구리타쵸 312-1

야오코 코다이라 메구리타점

코다이라시 메구리타쵸 340-1
미유키쵸

무사시노자동차(주)

코다이라시 미유키쵸 3-4
스즈키쵸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1-8-3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 3-22-2

코가네이시

코다이라시 메구리타쵸 100-1

생활협동조합 코프미라이
코프 메구리타점

다이에 코가네이점

고가네이시 혼쵸 2-3-1

이토요카도 무사시코가네이점

고가네이시 혼쵸 6-14-9

패밀리마트 코가네이
사쿠라쵸점

고가네이시 사쿠라쵸 1-15-8
고가네이시 누쿠이키타마치 4-3-1

Olympic 코가네이점

코쿠분지시
오케이 코쿠분지점

코쿠분지시 혼다 2-3-1

그란스퀘어 히토츠바시가쿠엔단지
코다이라시 스즈키쵸 1-72-1
관리조합

세븐일레븐 코쿠분지
혼다 4 쵸메점

코쿠분지시 혼다 4-2-20

산드럭 코다이라 스즈키쵸점

코다이라시 스즈키쵸 1-214-3

빅࣭에이 코다이라 스즈키쵸점

세븐일레븐
히가시코이가쿠보 2 쵸메점

코쿠분지시 히가시코이가쿠보 2-12-4

코다이라시 스즈키쵸 1-345-5

로손 코다이라
스즈키쵸 1 쵸메점

코다이라시 스즈키쵸 1-408-1

패밀리마트 코쿠분지
히가시코이가쿠보점

코쿠분지시 히가시코이가쿠보 2-36-46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신코가네이카이도점

코다이라시 스즈키쵸 1-489-1

세븐일레븐 코쿠분지
키타마치 2 쵸메점

코쿠분지시 키타마치 2-29-6

(주)오토와전기

코다이라시 스즈키쵸 1-500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스즈키쵸점

코다이라시 스즈키쵸 2-233-1

타치카와시
구루메시티 타치가와 와카바점

이토요카도 히가시쿠루메점

히가시쿠루메시 혼쵸 3-8-1

코다이라시 텐진쵸 2-2-16

MEGA 돈키호테
히가시쿠루메점

히가시쿠루메시 마에사와 5-8-3

코다이라시 텐진쵸 3-10-3

시마츄홈즈 코다이라점

히가시쿠루메시 마에사와 5-33-17

코다이라시 텐진쵸 4-23-11

도잇 히가시쿠루메점

ina21코다이라 텐진점 코다이라시 텐진쵸 2-1-1

로손 코다이라
텐진쵸 2 쵸메점
토쇼종합기획(주)
패밀리마트 코다이라
텐진쵸 4 쵸메점
드럭세임스 코다이라
텐진점

타치카와시 와카바쵸 4-24-2

히가시쿠루메시

텐진쵸
이나게야

봉투 티

히가시쿠루메시 타키야마 4-11-2

히가시무라야마시
코다이라시 텐진쵸 4-35-7
오오누마쵸

사쿠라도우

코다이라시 오오누마쵸 1-21-20

세븐일레븐 코다이라
오오누마쵸 3 쵸메점

코다이라시 오오누마쵸 3-25-8

이치카와 상점

코다이라시 오오누마쵸 4-43-22

슈퍼 아마이케 하기야마역
앞점

히가시무라야마시 하기야마쵸 2-2-1-8

히가시야마토시
이토요카도 히가시야마토점

히가시야마토시 사쿠라가오카 2-142-1

(주)야사카 히가시야마토점

히가시야마토시 무코우하라 6-1413-5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에치고야 철물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1-11-22

(유)스기모토요하치 상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1-13-18

피콕스토어
하나코가네이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1-25-29

마에카와 사이클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2-1-12

패밀리마트
슈에이하나코가네이점

코다이라시 하나코가네이미나미쵸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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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쓰레기 배출의 규칙에 관해서

자원하고 쓰레기는 바르게 분별하여 정해진 수거일 당일 아침 8 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연말연시를 제외, 공휴일도 수거합니다.
※ 자원과 쓰레기의 수거일은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일 이외의 배출은 불법투기를 유발하여 까마귀나
고양이에 의한 쓰레기의 심한 악취의 원인이 되어 이웃에게 폐가 될 수 있으니 지정된 수거일에 버려 주십시오.
※ 수거는 아침 8 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날의 교통사정이나 날씨, 자원과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거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장소는 각 가정의 부지내 도로변 등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버려 주십시오.
※ 수거 작업시 빠뜨리지 않게 도로에서 쓰레기를 잘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과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 반드시 묶어 버려 주십시오.
※ 지나치게 무겁지 않도록 해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만큼만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버려 주십시오.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플라스틱 용기포장은 반드시 지정 수거 봉투에 넣어 버려
주십시오.
※ 지정 수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입니다.
※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이나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버려
주십시오(병은 병만, 캔은 캔만을 봉투에 넣고, 신문지는 신문지만, 골판지는골판지만을 끈으로 묶어 버려
주십시오.)

한 번에 대량의 자원과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분의 자원과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됩니다. 자원과 쓰레기는 감량에 유의해
계획적으로 버려 주십시오 (1 회 수거에 5 봉투까지)
5 봉투까지

6 봉투째

코다이라시「쓰레기 분리앱」

현재 스마트폰࣭태블릿 용으로 코다이라시「쓰레기 분리앱」
(설치비용：무료)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이벤트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쓰레기 수거 캘린더」,「쓰레기
분별 사전」, 「쓰레기 배출 방법」등의 편리한 기능이
가득하오니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App Store」나「Google
Play」에 접속하여 설치해 주십시오.

※ 통신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코다이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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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