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에서 버린 기름은 하수도관 안에 들어가서 식으면 굳어서 뭉치고, 비가 많이 

오면 기름 덩어리가 떨어져나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기의 오염물질 등의 기름기를 주방에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수도관이 막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수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하수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의 수질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릇이나 냄비에 묻은 기름기를 

설거지하기 전에 못 쓰는 천이나 신문지 등으로 닦아내십시오.

또한 '하수도에 흘려버리는 타입의 폐유 처리제'를 사용하여 식용유를 처리해도 

하수도관 안에서 기름이 다시 분리되어 하수도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방에서 식용유와 섞어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와 생활 가이드하수도와 생활 가이드
∼생활의 속의 하수도에 관한 의문에 답해드립니다∼

하수도 요금
하수도와 생활 가이드

하수도 요금 산출 방법은?

하수도 요금은 아래의 표에서 산출된 
금액에 소비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징수 경비 절감, 납부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 요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마다).

●하수도 요금표（1개월분）
오 수 의  종 류

일　반 　오　수

0～8 ㎥

9～20 ㎥

21～30 ㎥

31～50 ㎥

51～100 ㎥

101～200 ㎥

201～500 ㎥

501～1,000 ㎥

1,001 ㎥이상

0～8 ㎥

9 ㎥이상

560엔

１㎥당 110엔

１㎥당 140엔

１㎥당 170엔

１㎥당 200엔

１㎥당 230엔

１㎥당 270엔

１㎥당 310엔

１㎥당 345엔

280엔

１㎥당 35엔
목 욕 탕  오 수

※ 수돗물 이외에 우물물 등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는 합계한 오수 배출량에 위 표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배 출 량（㎥） 요 　 율（엔）

●계산 예（1개월분）
24 ㎥（일반 가정 평균치）를 사용하는 경우
 0 ～ 8  ㎥까지 560엔
 9 ～20 ㎥까지 1,320엔（110×12 ㎥）
21～24 ㎥까지 560엔（140×4 ㎥）

합계 2,440엔

하수도 요금=2,440엔+소비세 상당액
(1엔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하수도는 빗물과 오수를 처리합니다.

빗물에 드는 경비는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으로, 오

수에 드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보고 배출량에 따라 고객에게 하수

도 요금을 징수합니다.

기 름
하수도와 생활 가이드

주방에서 기름을 
흘려보내도 괜찮나요?

하수도로 기름을 버리지 마십시오.

음식점 등 사업자에게 드리는 부탁

그리스 조집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리스 조집기는 하수도관이 

막히는 원인이 되는 '유지분(라드)',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스 조집기는 자주 청소하는 

것 이  중 요 합 니 다 .  청 소 를  

게을리하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할 

수  있 으 므 로  주 의 하 시 기  

바랍니다.

청소한 기름 찌꺼기 등은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올바르게 처리하십시오.

①바스켓 청소는 
하루 1번 하세요

②악취의 원인이 되는 
유지분(라드)의 청소는 
하루 1번 하세요

③악취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와 유지분의 청소는 
1주일에 1번 하세요

④트랩 내부의 
청소는 2~3개월에
1번 하세요
청소구 캡을 잊지 
말고 원래 위치로

그리스 조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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