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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쓰레기의 배출 방법에 관하여 

이사나 귀국 시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큰 가구 등은 대형 쓰레기로 처분해야 합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둡시다.  
 

 

대형 쓰레기란?                                     

가장 긴 부분의 길이가 약 30cm 보다 긴 것 

무게는 100kg 까지의 물건 

예: 소파, 침대, 수납 케이스 등 

 

주의해야 할 것! 

※ 대형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 후 바로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찍 신청해 주십시오. 

※ 이사나 대청소로 한 번에 대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방문 수거를 신청하거나 

직접 공장 등으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공장（요금이 발생합니다.） 

이마이즈미 

공장 

（022）289-4671 

와카바야시쿠 이마이즈미 아자 

카미신덴 103 

쿠즈오카 

공장 

（022）277-5399 

아오바쿠 고로쿠아자 쿠즈오카 57-1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을 모를 때는？            

 센다이시 발행 팸플릿 『자원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의 「대형 

쓰레기의 배출 방법」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언어 자료 있음） 

대응 언어：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  

베트남어판, 네팔어판 (일본어 병기) 

https://www.city.sendai.jp/haiki-

shido/kurashi/machi/genryo/gomi/wakekata/pamph.html 
 

 「오십음으로 찾는 분류 방법 사전」을 

사용하여 찾기（일본어） 

가정 쓰레기나 대형 쓰레기 등의 

분별 방법 및 배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ity.sendai.jp/haiki-

shido/kurashi/machi/genryo/gomi/yobi/gojuon.html 
 

 쓰레기 분별 「산아～루（さんあ～る）」  

센다이판 （일본어・영어） 

앱, 웹사이트에서 쓰레기의 분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쓰레기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① 앱 버전 

App Store 와 Google Play 에서 

「さんあーる」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해주세요. 

② 웹사이트 버전 

https://manage.delight-

system.com/threeR/web/init/sendaishi 
 

※ 2 번째 페이지는 대형 쓰레기의 수거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소식 

６개 언어의 홍보지 

한국어 외에 일본어/ に ほ ん ご , 영어／English, 중국어／中文, 베트남어／Tiếng Việt, 

네팔어／नेपाली 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에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https://www.city.sendai.jp/haiki-shido/kurashi/machi/genryo/gomi/wakekata/pamp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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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仙台
せんだい

多文化
た ぶ ん か

共生
きょうせい

センター 
운영시간 매일 오전 9 시～오후５시（연말연시, 월 1～2 회 정도의 휴관일 제외） 

주소 〒980-0856 센다이시 아오바구 아오바야마 무반치 센다이 국제센터 

회의동 1 층 

TEL (022) 265-2471 

FAX (022) 265-2472 

Email tabunka@sentia-sendai.jp 

URL http://int.sentia-sendai.jp/k/exchange/ 

 외국어 상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일이나 문제를 외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통역 서포트 전화」（022）224-1919 로 전화해 주세요. 

대응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말레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싱할라어 

 그 밖의 서비스 

연수실, 아동실, 교류 게시판, 도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시민활동이나 교류를 위한 정보 및 공간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문상담회 

변호사 및 행정서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전문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에서 생활하다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이용해 주십시오. 

 비밀은 엄수합니다. 한 사람 당 30 분입니다. 

 개최 시간은 매회 오후 1 시~오후 4 시입니다. 

  

상담회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int.sentia-sendai.jp/k/exchange/consultation.html 

행정서사          변호사          노동국       출입국 재류관리국       세무사 

편집・발행: 센다이 관광국제협회（SenTIA） 국제화사업부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는 센다이시로부터 위탁받아, （공재）센다이 관광국제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 년 11 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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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① 국제 교류원이 대형 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제 교류원이 대형 쓰레기 배출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센다이시의 

YouTube 공식 계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사전에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는 것 및 전화로 신청할 때의 

순서 등을 알기 쉽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 바랍니다.  

통역 서포트 전화「（022）224-1919」로 

전화하면, 외국어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일본어로 신청하고 싶은 분도 다문화 

공생센터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대형 쓰레기의 배출 방법을 몰라서 

곤란하시다면, 동영상 및 이번 호를 참고 

해서 다문화 공생센터로 연락주세요.  

YouTube 채널： 센다이 Tube 

타이틀： Guide on How to Dispose 

of Bulky Waste in Sendai City 

https://youtu.be/jWKQGHq5IRI 

② 【재개합니다】 중고 도서・잡지 

・신문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중지 중이던, 중고 도서를 드리는 「Give 

Away」를 재개하였습니다. 보관 기한이 지난 

책이나 해외 신문・잡지 등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생센터가 운영 

중일 때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꼭 이용 

바랍니다.  

Give Away 코너에는 알코올 소독액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내 로비 

시간 매일 오전 9 시～오후 5 시（연말연시와 

월 1-2 회의 휴관일은 제외） 

주의사항 ※ 중고 도서 등을 넣어 갈 봉투는 

각자 지참하여 주십시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참가는 

불가합니다. 재판매도 금지합니다. 

 

 

 

상담원 코너「쓰레기 배출에 관하여」 

이 코너에서는 매 호의 테마에 맞춰서 상담원의 경험 및 생각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쓰레기 배출 문제. 

저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쓰레기 배출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빨리 내놓아서 나중에 보니 까마귀가 

쓰레기를 다 헤쳐놓았던 일, 옷걸이를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쓰레기 지정봉투에 

넣어서 주의받았던 일 등…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답니다. 참고로 고양이나 까마귀가 

쓰레기를 헤쳐놓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물로 단단히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리할 때 어려웠던 것이 깨진 

유리컵이나 부엌칼과 같은 물건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물건은 두꺼운 종이로 단단히 싸서 가정 

쓰레기 지정봉투에 넣은 후, 일본어로 

위험(キケン)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プラ」라는 표시가 없는 30cm 이하의 장난감 

등은 가정 쓰레기 지정봉투에 버려주세요.  

안 쓰는 이불이나 의자와 같은 대형 쓰레기의 

경우에는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에 전화해서 배출 

날짜, 시간, 장소,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익숙해지면 필요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꼭 알아둡시다. 

(상담원 Y) 

https://youtu.be/jWKQGHq5IRI


대형 쓰레기의 배출 방법 

1.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에 신청합니다. 

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쓰레기의 크기(길이, 폭, 높이)를 측정한 

후에 전화합니다. 배출하는 대형 쓰레기에 

관해 상담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상담원이 수거일, 요금, 배출하기 전의 

준비(접수 번호 및 배출 장소 등)에 관해 

안내합니다. 

전화번호 (022) 716-5301 

접수요일 월요일～금요일 

접수시간 오전 9：00～오후 5：00 

※ 토, 일요일은 쉽니다.  

공휴일은 접수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에서의 신청 방법 (일본어) 

https://www.sendai-

sodai.jp/eco/view/sendai/top.html 

【주의해야 할 것】 

  인터넷에서 수거 신청 가능한 대형 

쓰레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수거일, 요금, 배출하기 

위한 준비가 적혀있습니다. 잘 읽고 신청해 

주십시오. 준비에 착오가 있으면 수거가 

어렵습니다. 

 

2. 요금을 지불합니다.  

편의점 등 우측 위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가게에서 신청시에 안내받은 금액분의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 납부권」(스티커)을 구입해 

주십시오. 

※ 납부권(스티커)은 환불 및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3. 대형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 납부권」에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대형 쓰레기의 보이는 

부분에 붙이고, 신청 시에 안내받은 수거일의 

아침 8 시 30 분까지 지정 장소에 내놓아 

주십시오. 

※ 스티커에 접수번호를 적어야 수거 

가능합니다. 

※ 스티커 요금은 대형 쓰레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에 확인합시다.  

대형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건의 처리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가전 

제품」은 대형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조 회사가 수거하여 리사이클합니다. 물건을 

옮기는 요금과 리사이클 요금이 발생합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① 물건을 구입한 가게 또는 새 물건을 구입하는 

가게 

② 구입한 가게를 모를 때는 센다이시의 허가 

업체에 의뢰 

※ 컴퓨터도 대형 쓰레기가 아닙니다. 구입한 제조 

회사에 확인합시다. 모를 경우에는 센다이시의 

허가업체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센다이시의 허가 업체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팸플릿 

『자원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의 뒷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에 관한 정보는 여기로    

 팸플릿에서 찾는다. 

센다이시 『자원과 쓰레기 분리 ・ 

배출 방법』 

 

 동영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자 (YouTube) 

① 센다이시 국제 교류원(CIR) : 대형 쓰레기의 

배출 방법. 자세한 내용은 우측의 

「안내」를 확인 바랍니다. 

 

② 센다이시 환경국：쓰레기 배출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https://youtu.be/-sInt14v2cQ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통역 서포트 전화  

「（022）224-1919」로 전화해 주십시오.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https://www.sendai-sodai.jp/eco/view/sendai/top.html
https://www.sendai-sodai.jp/eco/view/sendai/top.html
https://youtu.be/-sInt14v2c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