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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tion and Recycle Section, Environment Department, Nerima CityInquiries： 
03-5984-1059TEL： 咨询：练马区 环境部 清扫再生利用课 문의 ：네리마구 환경부 청소재활용과

AppStore（ iPhone）
PlayStore（Android）

Download here

（You can also access it from the QR code above）
（可从上述二维码访问）

(상기 QR 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official app for smartphones and tablets created and operated by Nerima City. 
本APP是练马区制作、运营的智能手机、平板终端用官方APP / 본 앱은 네리마구가 작성ㆍ운용하는 스마트폰ㆍ태블릿용 공식 앱입니다.

※The app was released in March 2020 / ※2020年 3月后已发布 / ※2020년 3월부터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Nerima's official anime character
Nerimaru ©Nerima City

综合支援垃圾相关的各类问题 ! 다양한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를 종합 지원 !
详细请查阅背面 !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확인 !

Total support for all your questions related to waste!

Check the back for details! / /

1 2 3
收集日程·提醒设定 수거 일정ㆍ알람 설정
Collection schedule/Alert function

防止忘记丢弃垃圾 쓰레기 배출 잊기 방지에

Use it to prevent forgetting to dispose of waste

分类辞典·丢弃方法 분리 사전ㆍ배출 방법
Sorting encyclopedia/How to dispose

简单地检索丢弃方法 배출 방법을 간단 검색

资源 /垃圾分类应用程序

자원 · 쓰레기 분리 앱

检索

검색

下载
에서 다운로드

Easily search for disposal methods

通知 알림
Notification

可获得各种信息 다양한 정보를 취득 가능

You can obtain various information

日历

달력

Calendar
通知

알림

Notification

常见疑问

자주 하는 질문

FAQ

提醒功能

알람 기능

Alert function

分类辞典

분리 사전

Sorting
encyclopedia

垃圾的丢弃方法

쓰레기 배출 방법

How to dispose
of waste

Nerima City Resource and Waste Sorting App
练马区资源 · 垃圾分类 APP
네리마구 자원ㆍ쓰레기 분리 앱

Easy to understand in a short amount of time!

立即掌握！充
分了解 !

바로 알 수 있다
! 잘 알 수 있다 !



Click settings from the menu.

1

从菜单中点击设定 메뉴에서 설정을 탭

Set the time to the day of
or the day before.

2

设定当天或昨天的时刻 당일 또는 전날에 시간을 설정

Click the items you wish to
receive notification for.

3

勾选希望通知的项目 통지를 원하는 항목에 체크

You will receive a notification
on the set time.

在设定的时刻收到通知 설정 시간에 통지가 도착합니다

The date of collection will be notified by setting the alert function.
通过设置警报功能将通知收集日期。 경보 기능 설정에 따라 수거 일을 알려드립니다.

※Notification methods differ by the device model you use. ※根据使用的机型 , 通知方法存在差别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 통지 방법이 다릅니다.

※

 complete

By area setting, you can know the collection date of your area.
通过区域设置，您可以知道您所在区域的收集日期。 영역 설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수거 일을 알 수 있습니다.

Launch app.
1 2

打开APP 앱을 실행
Area setting. / Select your area.

区域设定 지역 설정/ 选择居住地区 / 거주 지역을 선택  complete

After downloading the app... 下载应用程序后 ... 앱을 다운로드하면...

How to dispose of waste
垃圾的丢弃方法
쓰레기 배출 방법

Calendar
日历
달력

FAQ
常见疑问
자주 하는 질문

Waste Sorting Encyclopedia
垃圾分类辞典
쓰레기 분리 사전

Notification
通知
알림

Map
地图
MAP

There are many useful functions related to recyclable resources and waste!
You can obtain information easily at anyplace and anytime.

配置了许多资源·垃圾相关的便捷功能
任何时候任何地点都可随时获得信息

바로 알 수 있다 ! 잘 알 수 있다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