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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봉투 이외의 봉투나 골판지 상자에 담긴 것은 대형 쓰레기 
스티커 유무에 관계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생활환경과  ☎０２６−２２４−７６３５・０２６−２２４−５０３５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  ☎０２６−２２１−５３１６　나가노 환경에너지센터  ☎０２６−２２２−５３０１

홈페이지 주소
http://www.city.nagano.nagano.jp/

☎���‒����（휴 연말연시）리사이클 플라자

수집소에 배출할 수 없는 것
쓰레기 처리 시설에
반입해야 하는 것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지만 
야적장에 반입할 수 있는 것

형광등은 거점회수로 가전제품 재활용 컴퓨터 재활용

이륜차 재활용（오토바이�스쿠터�원동기 부착 자전거）

시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

접수시간

수집일 당일, 아침 �시까지
대설 등의 악천후로 인해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 쓰레기는 수집소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環境保全のため、再生紙および
大豆インクを使用しています

長野市

小型家電

回収協力店

프린터나�스캐너 등의 주변기기는 불연쓰레기 또는 소형가전 재활용에

종이 캔�스프레이 캔�휴대용 가스통 캔 병
�종류로 분류하고, 끈으로 십자로 묶어 수집소에 배출 수집소의 색깔별 컨테이너에 배출

➀무색투명 ➁갈색

➂그 밖의 색 ※맥주병이나 한 
　말들이 병은 
　가능하면 
　판매점으로 
　반납
※색 판단이 
　어려운 것은 ❸
　그 밖의 색 （청색 
　컨테이너）에

병 배출일에 배출할 수 없는 것주의

주의

➡ 불연쓰레기로

뚜껑을 제거하고 오물이나 기름기를 가볍게 헹굼
（뚜껑이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OK）

깨진 병도 색을 구분하여 함께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백색 컨테이너 갈색 컨테이너

건전지

재는 가연물에

●스프레이 캔�휴대용 가스통 캔

캔 배출일에 배출할 수 없는 것주의
도료의 빈 캔（스프레이 캔 이외의 것）
한 말들이 이상의 빈 캔

●캔（알루미늄캔�스틸캔）

통조림과 보틀캔의 
분리된 뚜껑은 함께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알카리 망간

❶신문과 전단지
（신문에 끼워져 

오는 것만）

❷골판지（안에 물결 무늬 
종이가 있는 것）

묶는 것은 비닐 끈도 OK
포장 테이프는 사용 불가

자원이 되지 않는 종이주의
종이 
이외의 
손잡이는 
제거

크기가 작은 폐지는 
잡지나 빈 상자 상이에 
끼우거나 종이봉투에 
넣어 배출

❸종이 팩
（속이 하얀 것）

❹잡지�기타 폐지

씻어서 건조

책�잡지�노트�빈 상자�
두꺼운 종이�포장지�메모지�
화장지 등의 심 등

수집소의 녹색 그물망 자루에 배출

음료�주류�간장�간장 가공품�미린풍 조미료�논오일타입 드레싱 등 
플라스틱 병 ➀본체에 페트 마크가 있는 것

➁본제에 마크는 없지만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것
　➡라벨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으로

본체나 라벨, 어느 쪽에도 표시가 없는 것

길이 �m정도 
까지

※음식물 쓰레기나 요리 부스러기는 가연쓰레기
（담배 꽁초 등 작은 쓰레기를 넣지 마십시오!）

（옛 지정봉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부터 분리 
구분이 가연쓰레기로 
바꿨습니다.

직경 ��cm 정도 까지 
（가지 하나당 직경은 

��cm 이하）

나뭇가지 나뭇잎 등

●정원수의 나뭇가지�나뭇잎이나 대나무
●정원의 화초나 자른 꽃
●가정 텃밭에서 나오는 
　줄기나 잎

●잡초　●낙엽

화기가 없는 옥외에서
➀완전히 사용한 수, 구멍을 
　뚫어 ʻ캔’ 배출일에 배출

（스프레이 캔은 가스 빼는 기능이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➁구멍을 뚫는다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 차례로 나누어 배출하거나 또는 직접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에.

※ʻ재’는 대형 쓰레기 스티커가 불필요합니다※ʻ재’는 대형 쓰레기 스티커가 불필요합니다

지정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수집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것

쓰레기 한 개당 대형 쓰레기 스티커 �장을 붙여서 배출

대형 쓰레기

（크기 기준： �m×��cm×��cm이내）

（청색�녹색�흑색 등）

불연쓰레기

●금속 제품 ●도자기�유리류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상품 자체）

소형가전 재활용에 협력을

●가전 제품 ●기타

에어컨�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컴퓨터는 수집소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연료나 전지는 제거（본체에 남아있는 연료도 완전히 제거）

병뚜껑
（금속제）

지정봉투에 넣어 수집소에 배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것은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

가전제품 중 크기 �m×��cm×��cm 이내의 것은 선데이 리사이클이나 소형가전 
회수 협력점에서도 회수합니다（무료）.  배출할 수 있는 품목, 
회수 장소 등은 전단지 ʻ선데이 리사이클과 소형 가전 회수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상점 직원에게 직접 건네십시오.

페트병

※불투명 
　유리 포함

이 마크가 
분리 표시!
이 마크가 
분리 표시!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하고 오물이나 기름기를 제거
잘 벗겨지지 않는 라벨이나 스티커는 그대로 OK

지정봉투에 넣어 수집소에 배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그대로 배출

수집소에 배출할 수 있는 대형 
쓰레기의 크기 （기준）

�m×��cm×��cm 이내

내용물을 소비하거나 상품을 꺼낸 후에 필요 
없게 되는 플라스틱제 용기나 포장을 말함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이란？

●병류 ●뚜껑류 ●컵�팩류 ●식품받침 ●완충재

※흰색 받침은 가능한 한 
　슈퍼마켓 등의 점포에 반납

※안쪽이 알루미늄 가공된 것은 가연쓰레기

※쇼핑은 마이 백으로

※비닐 봉투에 플라스틱을 넣어서 배출하지 않는다

표시가 있어도 가연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주의

※단 오물이 제거되면 플라스틱

식용유 병, 튜브류, 레토르트 
봉투 등

링거 백, 유동식 백 등

●봉투류 ●그물망류 ●발포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제품（상품 자체）은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플라스틱제 
쿠션재

●오물이 잘 제거되지 않는 것

●재택 의료용 백

자원물 《재활용할 것》

●자원이 되지 않는 종이

●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 ●음식물 쓰레기 ●기타

●가죽제품�헝겊류 ●고무제품 ●나무제품

●재

●오물이 제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지정봉투에 넣어 수집소에 배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것은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

◆냄새가 제거되지 않는 종이

◆가공지

◆종이 기저귀

（비누의 포장지나 세제 상자）

◆길이 ��cm미만의 
　슈레더 부스러기

충전식 전지
（이치사）JBRC

☎��‒����‒����
http://www.jbrc.com

버튼 전지
버튼 전지 회수 추진센터
☎����‒���‒���
http://www.botankaishu.jp

Ni-Cd Ni-MH Li-ion

충전식 전지�버튼전지는 회수 협력점에

가연쓰레기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원물 이외의 
불에 타는 것（                 ） 자원물 이외의 

타지 않는 것（                 ）

문
의
처

기름 필터를 
제거

등유를 제거

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 가볍게 헹굼
찌그러트리지 말고 그대로 배출하거나 가볍게 밟아 찌그러뜨림

（입구의 링은 그대로 OK）

밧줄�삼노끈이 바람직
철사나 코드는 불가

가지·잎 배출일에 배출할 수 없는 것
야채나 과일, 씨앗이나 종자, 
목재, 요리 부스러기, 
목재가구, 죽제품
농업이나 사무소에서 나온 것

흙은 가능한 
한 제거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수퍼 비닐 
봉투 불가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내용물이 보이는 봉투

※리튬코인 전지는 
　불연쓰레기
※접착 테이프로 절연 
　처리해서 버리십시오.

※리튬코인 전지는 
　불연쓰레기
※접착 테이프로 절연 
　처리해서 버리십시오.

오물이나 기름기는 가볍게 헹굼
찌그러뜨리지 말고 그대로 배출하거나 가볍게 밟아 찌그러뜨림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이 마크가 
분리 표시!
이 마크가 
분리 표시!

도자기나 화장품 병, 과실주용 보존 병, 유백색 병,
시너, 도료, 약병（마시는 약병은 병으로）,
유리식기, 병 뚜껑（금속제）
병 뚜껑이 플라스틱제 ➡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으로

가지는 끈으로 묶고, 잎과 풀은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
（슈퍼 비닐 봉투 불가）에 넣어 수집소에 배출 자신의 논밭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은 계속해서 자가 처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년 �월부터 실시

※나가노시의 가연쓰레기는 ����년 �월에 나가노시 청소센터에서 나가노 광역연합 ʻ나가노 환경에너지센터’로 처리시설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화시설, 용기 포장 플라스틱 압축 포장 시설을 총칭해서 ʻ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가연쓰레기 나가노 광역연합 나가노 환경에너지센터
（나가노시 마츠오카 �-��-�）

문의처／☎���‒���‒����

가연쓰레기
외의 쓰레기

불연쓰레기,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종이, 캔, 병, 페트병, 나뭇가지·나뭇잎 등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구: 나가노시 청소센터）

（나가노시 마츠오카 �-��-�）  문의처／☎���‒���‒����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봉투에 넣어 
ʻ灰（재）’라고 명기

�~�월에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에의 반입은 가능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가연쓰레기（유료）로 반입합니다.

！！

※옛 지정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봉투 크기에 맞는 
　수수료 납부 스티커                                 를 붙이십시오.

지정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수집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것

쓰레기 한 개당 대형 쓰레기 스티커 �장을 붙여서 배출

대형 쓰레기

（크기 기준： �m×��cm×��cm이내）

※옛 지정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봉투 크기에 맞는 
　수수료 납부 스티커                                 를 붙이십시오.

韓　国　語

병 수집일에 적색 컨테이너에 배출

（욕실용 매트）

（스폰지）（비닐 끈 포장용PR밴드 등） （애완동물용 변기 모래）

（테이프류）

（유리판）
（내열 유리）

（호스）

（방수가공지） （알루미늄 가공지）

（빨대）

（상품 자체）

나가노시 가정용 자원물・쓰레기 수집 캘린더나가노시 가정용 자원물・쓰레기 수집 캘린더

※더러운 것은 가연 
　쓰레기로

사진, 감열지（영수증 등）, 카본지, 
감열성발포지（점자 등의 인쇄용지）, 
아이론프린트지, 휴지, 방수 가공된 종이, 
기름으로 더러워진 종이, 가방과 구두 
등에 채워 넣었던 것 ➡ 가연쓰레기로

수집소의 청색 그물망 자루에 배출

청색 컨테이너

대형 쓰레기 스티커 불필요

대형 쓰레기 스티커 불필요

➡ 가연쓰레기

➡ 처리업자에

※오물을 제거 ※전기담요나 카펫의 
　코드부분은 불연쓰레기

※자르거나 묶는다

※더러운 것은 
　가연쓰레기에

※예리한 것은 헝겊 등으로 
　싸서 배출

※액체나 도료가 
　든 것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림처럼 가스는 
　완전히 제거

※형광등은 거점 
　회수에
　LED라이트는 
　불연쓰레기로

※전동자전거는 캘린더 하단의 
　ʻ소집소에 배출할 수 없는 것’ 참조

대형목제가구�학습용책상�
발판 재봉틀�일륜차（운반용）�
타이어체인（금속）�철제 아령�
철제 파이프�잭（유압식 이외）�
다량의 잡지나 신문 등

돌�흙�모래�농기구�
농약�자동차 부품�
배터리�소화기�
LP가스통�가솔린�
등유�도료�시너�
오토바이�발전기�
피아노�사업상의 
쓰레기（농업도 포함）�
위험한 물건 등

유압식 잭�타이어�전동자전거�전동식 건강기구�
건조대�기와 벽돌�콘크리트 블록�오일히터�
장아찌 누름돌（플라스틱으로 표면을 가공한 것）
스프링식 소파나 매트리스※ 등

《처리방법》
사전에 전화로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
☎���-����에 예약 후에 자신이 반입한다.
※의 품목은 이하의 �사에서 인수 가능

・나오토미상사（주）  ☎���-���-����
・다카라자원개발（주）  ☎����-���-���
・이코르제로（주）  ☎���-���-����
・（유）도사키상회 ☎���-���-����

직관형�전구형�서클형
※LED라이트 백열전구 깨진 형광등은 
　불연쓰레기로
※사업소의 물건은 배출할 수 없습니다

《회수 방법》
형광등 회수 협력점, 시청 
생활환경과�각 출장소의 
창구, 선데이 리사이클 
행사장 등으로 직접 
가지고 가십시오.
깨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입 당시의 
상자나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에어컨�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
《처리방법》

다음 중 한 방법으로 처리하십시오.
➀구입한 판매점에 처리를 의뢰（유료）
➁우체국에서 재활용 요금을 납부한 후, 직접 지정 
　반입장소로 운반
　후카자와산업（주） ☎���-����（치쿠마시）
　도카이세이노운수（주） ☎���-����（나가노시 시마시마마치 가와이）
➂우체국에서 재활용 요금을 
　납부한 후 허가업자에 운반을 
　의뢰（유료）
※재활용 요금은 메이커나 부피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 �:�� ～��:��
 ��:�� ～��:��
토요일 �:�� ～��:��（오후 휴무）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

（점검 기간과 연말연시 등의 휴일도 있습니다）

➀컴퓨터 재활용
　컴퓨터 본체와 디스플레이（일체형 포함）
 《처리방법》
 직접 메이커에 전화・홈페이지 등에서 회수를 신청, 메이커가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
 문의처는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R추진협회　☎��-����-����　（URL）http://www.pc�r.jp/
➁소형가전 재활용
　자세한 것은 전단지 ʻ선데이 리사이클과 소형가전회수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처리방법》 페기 이륜차 취급점 또는 지정반입창구（후카자와산업（주） ☎���-����）로 반입
※수속 등 문의는 이륜차 리사이클 콜센터 ☎���-����-����

★이사 등의 일시적 다량 쓰레기나 대형 가구 등은 자신이 직접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 나가노 환경에너지센터에 반입하거나（유료）, 일반 페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자 또는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에 회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유료, 예약제）. 반입 방법, 시간, 요금 등은 나가노시 자원재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자전거, 일용품 등은 리사이클 플라자에 제공하십시오.

※물품에 따라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봉투나 대형 쓰레기 스티커 스티커 등은 소매점 （슈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십시오. 구입시에 지불하는 ʻ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소매점을 통해 
시에 납부됩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과（☎
���-����, ���-����）에 문의하십시오.

지구에서 정한 쓰레기 수집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쓰레기의 감량과 분리에 
협력을! （각 수집소의 규칙은 지구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 불연
쓰레기로

주의

주의

※물기를 없앨 것 
※가정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오물이 제거되면 플라스틱

※폭죽이나 담배꽁초는 
　일단 물에 적신 후 배출

※테이프가 파쇄기에 엉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연 쓰레기

（알루미늄 호일그릇）（알루미늄 호일그릇）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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