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기기를 보관 또는 처분하는 사업자 여러분께

2018년 4월부터

※1

※2

도도부현 지사 등 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유해 폐기기를 보관 또는 처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2S018년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 폐기물처리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정령시장

유해 폐기기의 판별

수집된
기기

※2: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유해 폐기기는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기기 중, 폐기물이
아니면서 동시에 재이용(재사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고에 대해
신규로 유해 폐기기의 보관 또는
처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가
수리돼야 합니다.

※

대상 품목

유해 폐기기

（32개 품목）

신고가 불필요한 자
폐기물
대상 품목 외

해 당
야 드 와
관 련 된
폐기물처리법의 허가가 있는 자 등,
생활환경보전상 적절하게 취급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해
폐기기의 보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십시오.

재이용품

※사용이 종료돼 수집된 기기(폐기물 제외) 중, 그 일부가 원재료로서 상당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적정하지 않게 보관 또는 처분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대상 품목

※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전재활용법)에 지정된 4개 품목과 소형 폐전자기기 등의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법률(소형가전재활용법)에 지정된 28개 품목이 대상 품목입니다.
(부속품 포함)

가전재활용법
대상
품목
（4개 품목）

소형가전재활용법
대상
품목

텔레비전

세탁기, 의류건조기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휴대전화 단말기

프린터

게임기

노트북

전화기

계산기

디지털카메라

（ 28개 품목）

팩시밀리, PHS, 스마트폰,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DVD 리코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스테레오 세트, PC, 자기 디스크 장치, 광 디스크
장치, 디스플레이, 전자서적 단말기, 전동 재봉틀, 전기 그라인더·드릴, 체중계, 전동식 흡입기, 필름 카메라, 전자레인지, 전기 제습기, 전기
다리미, 전기 청소기, 전기 고타쓰, 전기 스토브, 전기 면도기, 전기 마사지기, 러닝머신, 전기 잔디깎기, 형광등기구, 전자시계, 전자악기 등
※가정용 기기와의 차이에 대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 한해 업무용 기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의 배경
납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고 폐전기전자기기와 금속 스크랩 등이 혼합된 것
(소위 “잡품 스크랩” ) 등이 환경보전조치가 충분히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또는
처분됨으로써 화재를 포함한 생활환경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해 폐기기의 보관 및 처분 기준
유해 폐기기 보관 등의 사업자는 기준을 준수해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분함으로써 생활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에 기준의 개요를 나타냅니다.
비산 및 유출 방지

화재 및 연소 방지

보관 높이

옥외에서 용기에 넣지 않고 보관할 경우,

유해 폐기기를 그 이외의 것과 분리하는

옥외에서 용기에 넣지 않고 보관할 경우,

강풍 시 등에 유해 폐기기 및 그 일부가 비산

외에도, 전지 등 화재 발생원이 될 가능성이

환경성령에 규정된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또는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펜스를

있는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설치하는 등 보관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처분 시 화재 방지
처리 설비에 투입하는 유해 폐기기 중에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처리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지

유해 폐기기를 보관 또는 처분할 때 발생한

않았음을 연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의 기준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초기 대응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럭

트

리조

일

케

스

유수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기름 누출, 오수 발생 및 유출 등으로 인해
공공수역, 토양,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울타리 설치

있는 경우에는 유수분리조, 배수구를

함부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고 기기나 그

설치하고, 콘크리트 부설 작업을 하는 등의

일부가 주변 환경으로 비산 또는 유출되지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형광관 등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보관 위치를

특히 유해성이 큰 물질이 포함된 부품 등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정하게 회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의 보전

게시판 설치

생활환경의 보전

사업장 내를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해 악취와

유해 폐기기의 보관 장소라는 사실, 관리자의

반입·반출에 따른 차량 주행, 차량 하역, 적재

해충 발생 등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보관 또는 처분의

및 처분 시 중장비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

보전해야 합니다.

구별, 보관 품목, 최대 보관 높이 등 필요한

진동 등에 의해 생활환경보전에 악영향을

사항이 표시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현장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가 사용되므로, 일본어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해 폐기기의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는 가까운 도도부현·정령시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전단지에 관한 문의처]

환경성

환경재생·자원순환국 폐기물규제과

전화: 03-3581-3351

자세한 내용은 유해 폐기기의 보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env.go.jp/recycle/waste/laws/kaisei2017/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