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도 미나미알프스시 북부지구（핫타八田
はった

・시라네白根
しらね

・아시야수芦安
あしやす

지구）쓰레기 수거 일정 

＜타는 쓰레기 수거＞  

●수거일시：매주 화요일・금요일    ＊당일 오전 8 시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휴일：4 월 29 일, 9 월 23 일, 1 월 3 일, 3 월 21 일 

●수거장소：각지구 통상 스테이션 

●타는 쓰레기 배출방법   ※사용한 라이터는 타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봉투에 지구명,이름을 기입함. 

＜타지 않는 쓰레기 수거＞ 

●수거일시：매달 제 3 수요일    ＊당일 오전 8 시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수거장소：각지구 통상 스테이션 

●타지 않는 쓰레기 배출방법   ※스프레이캔,부탄가스(카세트봄베)는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지정 쓰레기 봉투로 배출,또는 스테이션에 있는 컨테이너에 넣음. 

・타지 않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거울,유리,도자기,냄비,화장품병 등. 

자원 쓰레기 수거 

＜자원Ⅰ（캔,병,페트병,기타 플라스틱）＞ 

●수거일시：매달 제 4 수요일     

●수거장소：각지구 자원회수 스테이션   

●배출주의사항： ・캔은 알루미늄캔과 스틸캔으로 구분하여 배출.  

・병은 무색,갈색,그외의색으로 구분하여 배출. 

・페트병은 라벨과 뚜껑을 떼고 배출. (라벨과 뚜껑은 기타 플라스틱으로 배출) 

＜자원Ⅱ（폐지류(신문, 잡지, 광고지, 박스, 종이팩, 기타 종이류)）＞ 

●수거일시     

□핫타지구 가운데, 무지나(六科) ・가미타카스나(上高砂) 

   4 월 17 일, 7 월 17 일, 10 월 16 일, 12 월 18 일  ※모두 일요일 

□핫타지구 가운데, 에노키하라(榎原) ・도쿠나가(徳永) ・시모타카스나(下高砂) 

   5 월 15 일, 8 월 21 일, 11 월 20 일, 2 월 19 일  ※모두 일요일 

□시라네지구 

   매달 제 4 토요일 

□아시야수지구 

   홀수달 제 4 토요일 

●수거장소：각지구 자원회수 스테이션 

●배출주의사항：신문,광고지,잡지,박스는 접은 후 끈으로 십자로 묶어서 배출. 

 ※핫타지구 야고시마에 사시는 분들은 북부자원회수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형광등,건전지는 개청시간에 시청 환경과에서,또는 매주 수요일 개청시간에 각창구서비스센터에서 회수합니다. 

 

 

 

 

 

 

 

 

 

 

 

 

 

 

☆자원회수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자원회수센터는 자원 쓰레기・타지 않는 쓰레기・대형 쓰레기・유료 쓰레기의 회수거점입니다.  

●장소, 개설일: 북부자원회수센터(南アルプス市野牛島 2777－1)   매주 목,금,토,일요일 

남부자원회수센터(南アルプス市荊沢 201-1)      매주 목,금,토,일요일 

   중부자원회수센터(南アルプス市桃園 837-1)      매주 토,일,월,화요일 

●개설시간: 오전 9 시~오전 12 시, 오후 1 시~오후 4 시    (※12 월 26 일 부터 1 월 11 일 까지는 휴일)  

●대상품목  

■자원 쓰레기：캔,병,페트병,기타 플라스틱,폐지류,형광등,건전지,식용유,소형가전류 등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 쓰레기  ■유료 쓰레기(사전신청 필요)  ■라이터,스프레이캔,부탄가스(카세트봄베)（가스빼기,구멍뚫기는 불요） 

 

＜시가 수거할 수 없는 쓰레기＞ 

□사업계 쓰레기(상점,음식점,회사 등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유료) 

□적정처리 곤란물(소화기,재,화분,보일러,기와,골함석,목재,각재 등)                           

□위험물(농약,약품,폐유,오일,프로판 가스,신나 등)                     판매점과 상의하시거나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주십시오.(유료) 

□산업 폐기물(농업용 비닐류,건축 폐기물,의료 폐기물,시멘트 블록 등)       

□가전 재활용법 대상품목(텔레비전,에어컨,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 ⇒ 우체국에서 ‘가전 리사이클권’을 구입해 ‘지정 인수 장소’까지 반입. (유료) 

상담,문의는 시청 환경과 ℡ 282-6097 

＜대형 쓰레기 수거＞ 

●대상품목 

・타는 대형 쓰레기・・・장롱,이불,플라스틱 의상케이스 등 타는 것 

・타지 않는 대형 쓰레기・・・스토브,스틸 선반,자전거 등 금속류나 전자 제품 

●수거일시・장소：6 월 5 일  ・・・아시야수회장(아시야스 시영수영장 북부주차장) 오전 8 시３０분~오전 10 시 

●배출주의사항：소파,침대,좌식 의자,매트리스등의 스프링들이 있는 것도 가연 부분,불연 부분으로 분별하면 무료로 배출할 수 있음. 

＜유료 쓰레기 수거＞ 

●대상품목・요금 

○타이어(보통 자동차 이하)： 300 엔／개  ○안마의자(맛사지의자)： 1,000 엔／대  ○온수기： 3,000 엔／기  

○욕조： 1,000 엔／기  ○예초기： 500 엔／대  ○대형악기： 1,500 엔／대  ○스프링들이 있는 매트리스,소파：3,000 엔／대 

●수거일시・장소：대형 쓰레기 수거와 같음 

●배출주의사항：반입 전날까지 시청 환경과에서 또는 각지소창구서비스센터에서 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