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배출 사업용쓰레기 수집방법（2011 년 4 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책임지고 적정하게 처
리할 의무가 있습니다（폐기물처리법제 3 조）.
그러나, 소량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집업자와의 계약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2004 년 10 월부터 특례로 시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쓰레기 배출방법

귀
사
업
소
에
서
배
출
하
는
쓰
레
기
량
은
？

한번의 배출량이…

・업체에 위탁

대량 또는 스스로 처리할 경우

・자기 반입

※폐기물의 처리 （수집운반・처분） 를 업체에 위탁할 경우는
자치체（일반폐기물은 하치오지시,산업폐기물은 도쿄도）의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요.
※산업폐기물은 시의 청소공장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량배출 사업용쓰레기의 수집
한번의 배출량이…
가연성쓰레기４０ℓ이하（1 주에 2 회）
불연성쓰레기８０ℓ이하（2 주에 1 회）

쓰레기감량대책과에 등록

사업용 일반폐기물 지정수집 봉
※가정용 지정 수집
봉투는 사용 못한다.

투에 넣어서 사업소 앞에 배출
한다.

소량배출사업소의 등록에 대해
소량배출사업용쓰레기수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쓰레기감량대책과」에 사전의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별지등록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십시요.

하치오지시 환경부
쓰레기감량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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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오지시 홈페이지（http://www.city.hachioji.tokyo.jp/）에도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배출방법

가정용쓰레기의 배출방법과는 분별이 다릅니다.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가연성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의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제출하십시요.
수집량은 한번에 40 리터 까지

1 주에 2 회

더러워진 종이

섬유쓰레기

나무쓰레기

사업용가연성쓰레기전용봉투에 넣어서 제출하십시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불연성쓰레기・유해성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인지만 하기의 것만 한정해 시에서 수집합니다.

불연성쓰레기

2 주에 1 회

수집량은 한번에 80 리터 까지
※빈 페트병, 병, 캔은
가능한 구입한 판매점으로
반환하는 등으로 처리해 주십시요.

종업원이 식사한후 남은 도시락 용기등

사업용불연성쓰레기전용봉투에 넣어서 제출하십시요.

유해성쓰레기

2 주에 1 회

수집량은 한번에 한봉투만

한봉투에 120 ㎝형광관
2 개 정도（400g）까지
형광관

불연성쓰레기
와 섞어넣지
마십시요.

1 봉투에 단건전지 하나
10 개 정도（1 ㎏）까지
건전지・단추건전지

사업용불연성쓰레기전용봉투에 유해쓰레기만 넣어서 제출하십시요.

사업용지정수집봉투의 구입방법과 종류 및 가격

al

○구입방법：별지에 거재한 판매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와 가격
종 류

전용색

10 리터

20 리터

가연성쓰레기전용

회색

650 엔/10 장

1,300 엔/10 장

불연성쓰레기전용

자색

――――

1,300 엔/10 장

가연성쓰레기전용

불연성쓰레기전용

종이류의 배출방법
자원물은 종의류만 한정해 각각 한번에 2 묶음까지 무료로 회수합니다. 끈으로
묶어서 등록번호 또는 사업소명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기재하여 배출하십시요.

재활용품（종이류）으로써 제출할 수 있는 것
골판지

2 주에 한번

1 회에 2 묶음까지

한묶음은
한변의 길이가 70 ㎝
높이가 10 ㎝까지
등록번호 또는
※점착테이프는 떼어주십시요.

표적은 이 단면

잡지・종이쪼가리

2 주에 한번

1 회에 2 묶음까지

한묶음의 높이는
30ｃｍ까지
서류

명함

봉투・엽서

사업소명을 기재

등록번호 또는 사업소명을 기재

※종이 쪼가리는 종이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십시요.
※파쇄한 종이와 같은 종이 쪼가리는 날리지 않게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십시요（비닐봉투에는 넣지 마십시요）.

팜플렛・서적

신문

과자상자

1 달에 2 회

등

1 회에 2 묶음까지

1 묶음의 높이는
30ｃｍ까지

※개인・법인 정보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
므로 양해해 주십시요.

종이팩

２주에 한번

１회에 2 묶음, 1 묶음에 10 장

우유나 쥬스등의 종의팩（안쪽이 은색이나 갈색등도 포함）

헹군다
※신문의 삽입 광고지는

등록번호 또는

신문과 함께 제출 가능

사업소명을

一緒に出すことができます。 기재

짜른다

말린다

※주입구가 플라스틱인 경우는
등록번호 또는 사업소명을 기재

짤라서 불연성쓰레기로 처리
서へ

쓰레기・종이류를 배출할 시의 주의사항
수집일・수집시간
●수집일은 등록후에 배포하는 캘린더를 확인하십시요.（하치오지시 홈페이지에도 거재）
●수집일 당일의 아침 ８시３０분까지 배출하십시요.
（하치오지역 북쪽출구 주변의 이름아침의 수집구역은 아침７시３０분까지 배출하십시요.）

배출장소
●원칙상 공도에 면한 부지내에 배출하십시요.
●주택과 점포가 병설한 건물은 가정용쓰레기와 섞이지 않는 장소에 배출하십시요.
●빌딩은 관리자와 상의한 후 1 층의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십시요.

배출방법
●사업소와 주택이 병용한 경우는 생활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가정용지정수집봉투를 사용하고
사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는 사업용지정수집봉투를 사용하십시요.
●배출방법등 규칙 위반한 쓰레기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규칙위반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후일 조사・지도를 실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지정수집봉투에는 등록번호 또는 사업소명을 기입하십시요.

수집하지 않는것
●２페이지에 올린 쓰레기 외의 것은 산업페기물이 됨으로 시에서는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산업페기물은 지정수집봉투에 넣지 마십시요.
●사업소에서 나온 재활용품（３페이지에 거재하고 있는 종이류를 제외）에 대해서는 시에서
회수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회수업자와 계약하는등 종래대로 자기책임으로 처리하시길 바
랍니다. 또한, 재활용품회수업자로 가져감으로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등록내용을 확인・변경・중지할 경우는 쓰레기감량대책과로 연락하십시요.
●토부키청소공장, 타대청소사업소,미나미오사와청소사업소에서는 무료로「종이자원반입장소」
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일부의 시민부 사업소등에 설치하고 있는 「종이자원반입장소」
에서도 사전에 쓰레기감량대책과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1 년４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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