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한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 포장 

문의처 ○오지·아카바네 지구에 사시는 분 기타구 청소사무소 03-3913-3141

 ○다키노가와 지구에 사시는 분 다키노가와 청소청사 03-3800-9191

플라스틱으로�된�용기�포장이나�플라스틱�제품은�아래와�같은�방법으로�재활용됩니다.

※오염물이�묻어있는�경우나�다른�물질이�많이�포함되어�있는�경우�등�재자원화가�불가능한 
경우가�있습니다.

중간 처리 시설에서 선별·압축·포장·보관

수거할 수 없는 것

공익재단법인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 협회로 
인도하여 재생수지 등 재상품화

사람의 손으로 선별합니다

출전: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

재생수지 코크스팰릿

●고로 원료화・코크스로 화학 
원료화・가스화・유화

●고형 연료(RPF)

●발전(서멀 리사이클) 등 

○가볍게 헹군 후에도 냄새나 오염이 없어지지 않는 것

○재택 의료 등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

○페트병은 가까운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해 주세요

○금속 부품이나 전지(모바일 배터리 등)가 붙어있는 플라스틱 
제품은 안타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칼날 등이 붙어있는 플라스틱 제품

※억지로 분리하려 하면 다치실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고�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시작합니다!!

기타구 청소사무소로부터 알림

자원화 사업자가 처리하여 
아래와 같은 제품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타구에서는 2021년 6월에 “기타구 제로 카본 시티 선언”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 제로(카본 뉴트럴)를 목표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회수하여 

중간처리를 거친 후 재자원화를 새로이 도모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키노가와 지구 선행 실시

오지・아카바네 지구 실시

2022년 10월~

2023년 4월~

재활용의 방향

플라스틱을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차량 고임목화분플라스틱 목재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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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튜브 류식료품이나 일상용품의 봉지

플라스틱 제품

※가볍게�헹궈도�오염물이�제거되지�않는�것은�타는�쓰레기로�배출해�주세요.
※플라스틱의�제품의�한�변의�길이가 30cm를�넘는�것은�대형�쓰레기(유료・신청제)가�됩니다.

●발포 스티롤이나 시트, 과일・양파 

등의 망, 제품의 완충재 등 

●반찬・신선식품・초밥 등의 접시

※과자・김・냉동식품 등의 칸막이

●식용유・소스・유산균음료 등의 

용기, 세제・샴푸・린스・화장품 

등의 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라벨이나 뚜껑 등

●자・쓰레받기・양동이・물뿌리개, 플라스틱로만 이루어진 옷걸이・칫솔・
컵・반찬통・도시락통, CD나 DVD 케이스

●빵・과자・인스턴트 식품의 봉지, 

식선식품 및 편의점 도시락 등의 

랩・필름,  비닐봉투・의류품 및 

일상용품 등을 싸고 있던 필름

●컵라면 용기, 푸딩이나 젤리 등의 

컵, 과일이나 햄을 담았던 팩, 

도시락이나 두부 등의 용기

●마요네즈・케첩・와사비나 

연겨자・치약・화장품 등의 튜브

※끝까지 사용하신 후, 가볍게 

헹궈서 배출해 주세요

오염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플라스틱 수거용 봉투에 

넣습니다

물로 가볍게 헹구거나 

오염물을 닦습니다

(기름이 약간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용품・약・화장품 등의 

케이스,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

※케이스 등에 들어있는 두꺼운 

종이는 폐지로 배출

※발포�접시는�각�거점에서도�회수하고�있습니다. 협력�부탁드립니다.

내용물을�모두�사용합니다
(남기지�않고�모두�먹습니다) 오염을�제거합니다 수거용�봉투에�넣습니다

분별�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봉투는�이중으로 
쓰지�마세요.

※사업자가�배출하는�플라스틱은�회수하지�않습니다. 사업자는�직접�적정한�방식으로�배출할�의무가�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 

【자원】

플라스틱으로�된�용기�포장 

플라스틱 사용 제품 

병・뚜껑�류 컵・팩 류 케이스 류

트레이(원형�용기) 류

발포�스티롤�등

쓰레기 집하장 등 정해진 장소에 

아침 8:00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플라스틱

전부�플라스틱으로 
되어�있습니까?

상품의�내용물・
오염물이�붙어 
있습니까?

내용물・오염을 
제거할�수�있습니까?

내용물이�남아있거나 
오염을�제거할�수�없는 
것은�타는�쓰레기로

각각�타는�쓰레기・안타는 
쓰레기・대형�쓰레기로�분리 
배출해�주세요

“작은 수고로”를 표어로, 가능한 오염을 제거한 후 

재활용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마요네즈나 치약 등의 튜브 용기는 

반으로 자르신 후 헹구시면 

편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는 것은 타는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분별 방법(배출 방법)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배출 

재자원화에 협력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