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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구에서는 다음의 품목을 자원 수거일에 회수합니다.
●신문　●잡지, 기타 종이류　●종이팩　●골판지　●병　●캔　●페트병

●플라스틱(식품 트레이, 발포 스티로폼 포함)

※ 자세한 지역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플라스틱제 용기 및 포장
(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주) 물로 헹구어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것, 라이터, 모바일 배터리, 재택 의료에 사용한 주사기 
등은 제외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예) 식품 트레이, 발포 스티로폼, 
샴푸 및 세제 용기류, 과자 봉지, 
계란팩, 플라스틱제 옷걸이, CD 
및 DVD, 플라스틱제 장난감 등

「자원」으로 회수하는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반투명 가능)」에 넣어서 배출해 주세요.

����년 ��월부터 오타구 일부 지역※에서 
「플라스틱」의 분리 구분과 배출 방법이 바뀝니다.

가연 쓰레기로 수거하는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회수합니다.

오타구에서 드리는 안내 말씀

(대략 한 변의 길이가 30cm 이내)



금속 부품이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은 자원으로 배출할 수 있나요?

금속 부품을 제거한 플라스틱 부분만 자원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의 뚜껑 부분이나 빨래집게의 플라스틱 부분은 자원에 해당합니다.

A�

Q�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Q�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A�

Q�

회수한 플라스틱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화되나요?

중간 처리 시설에서 마크가 붙어 있는 것과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리합니다.
분리 작업 후 각 특성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생산되거나 석탄의 대체 연료로 가공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A�

Q�

페트병도 「플라스틱과 같은 봉투」에 넣어 자원으로 배출할 수 있나요?

A�

Q�

플라스틱 제품이면서 자원으로 배출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

A�

Q�

물로 헹구어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등은 자원으로 배출할 수 있나요?

A�

Q�

라이터나 모바일 배터리는 청소차에 적재 시 발화로 인한 차량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라이터는 반드시 끝까지 사용한 후 봉투에 넣어 「위험(危険)」이라고 표시한 다음 
불연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또한, 모바일 배터리는 판매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실시 지역의 플라스틱 분리 상황 등을 분석하면서 해결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향후 실시 
지역의 확대 예정 등을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선행 실시 지역은 자치회 및 조카이(町会) 구역 
단위로 가구 수의 규모나 회수 효율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게끔 선정했습니다.

플라스틱 분리에 관한 Q&A

한 변의 길이가 대략 ��cm를 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위 크기보다 클 경우 대형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단, 발포 스티로폼이나 옷걸이는 제외합니다.

페트병은 단독으로 회수합니다.
단, 뚜껑 및 라벨은 플라스틱과 같은 봉투에 넣어 주세요.
 마크가 붙어 있는 페트병만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세요.
플라스틱과 페트병은 반입하는 처리 시설이 다르므로 플라스틱 봉투에 페트병을 함께 넣지 마세요.

가연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플라스틱은 한데 모아 �개의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므로 다른 플라스틱까지 오염되어 자원화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        마크가 붙어 있는 것」,
「플라스틱 제품」을 한데 모아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반투명 
가능)에 넣어 배출해 주세요.

물로 헹구어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 등

금속이 포함된 것 대략 ��㎝가 
넘는 것

금속

조미료 용기 등 리모컨 비디오테이프

내부에 금속이 
포함되어 있음

재택 의료에 
사용한 주사기 등

의료기관 또는 청소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터

반드시 끝까지 
사용한 후 봉투에 
넣어 불연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모바일 
배터리

판매점에 
문의해 주세요.

식품 관련 용기는 
가볍게 물로 
헹구어 오염을 
제거해 주세요.

페트병은 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 본체는 
다른 봉투에 넣어 주세요.

음식이 들어 있던 용기, 컵, 
트레이 등

과자 봉지, 식품 포장 등 발포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케이스 등

샴푸 및 세제 용기 등 플라스틱제 문구류 플라스틱제 장난감

자원 플라스틱

페트병 본체

CD 및 DVD, 스펀지, 칫솔, 페트병의 뚜껑 및 라벨, 
플라스틱제 용기 및 양동이, 옷걸이 등

자원으로 회수할 수 없는 플라스틱(예)

배출 방법

자원으로 회수하는 플라스틱(예)

가연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대형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오타구 청소사업과 청소리사이클 담당

・배터리(건전지, 모바일 배터리 등)는 회수 중 또는 선별 시, 쇼트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면도기 등이 혼입되면 회수 시 또는 선별 시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주삿바늘은 손 등을 찌를 수 있으므로 절대로 넣지 마세요.
・플라스틱을 두 겹 또는 세 겹(하나의 봉투에 여러 개의 작은 봉투를 넣은 상태)으로 배출하면 중간 처리 시설에서 

봉투를 찢거나 선별하는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개의 봉투에 직접 쓰레기를 넣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기후 변동 문제,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의 촉진이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년 �월 �일에 시행된 「플라스틱 관련 자원 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은 
다양한 물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포괄적인 자원 순환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타구에서는 플라스틱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전환 및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목표로 
플라스틱 용기 포장 및 플라스틱 제품의 효과적인 자원 회수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비롯하여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쓰레기 저감 및 최종 처분장의 수명 연장화에 힘쓰겠습니다.

【오모리히가시 �초메 �~��번, ��번 �~��호, ��~��번, ��번 �~�호, 
  ��번 ��~��호, ��번】

【오모리히가시 �초메 �~��번】
【오모리니시 �초메 �번 �~��호, ��~��번, ��~��번】
【오모리니시 �초메 �~��번, ��~��번】

【덴엔초후 �초메 �번 ��호~마지막, �~��번, ��번 ��~��호】
【가미이케다이 �초메 �~��번, ��번】
【미나미센조쿠 �초메 �~��번, ��번 �~��호】
【미나미센조쿠 �초메 �번 �~�호, �~��번】

【나카로쿠고 �초메 �~��번】
【히가시로쿠고 �초메 �~��번】
【니시코지야 �초메 �~��번】
【하기나카 �초메 �~��번, ��~��번, ��번】

오모리 지역

조후 지역

가마타 지역

배터리(건전지, 모바일 배터리 등), 라이터, 면도기, 재택 의료에 사용한 
주삿바늘, 기타 금속류 등은 넣지 마세요.

오타구가 플라스틱을 분리 회수하는 목적에 대해

※ 실시 지역은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처

부탁 말씀

자원 플라스틱 회수 선행 실시 지역(����년 ��월 시작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