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판】가정 쓰레기의 분리 방법ㆍ배출 방법

쓰레기 수거를 쉬는 날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크린크루 짱

〈 韓国 • 朝鮮語 〉

날씨에 따라 수거 지연이 발생하거나 수거를 중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품목 예

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
가연성 쓰레기 전용

요일

●

단, 매월
번째
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나무판자ㆍ각재 등은 반드시 길이
50cm 미만, 굵기ㆍ두께 10cm
미만인 것을 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알루미늄 제품

비닐봉지

요일

칼ㆍ가위 등은 신문지
등으로 싸서‘危険 (위험)’
이라고 쓴 후 배출해
주십시오.

도자기ㆍ유리 제품(병 제외)ㆍ젖병

비닐봉지로 배출해 주십시오.
‘검은 비닐봉지’ㆍ‘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 가연성 쓰레기 전용’ㆍ‘다른
자치체 비닐봉지’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양동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류
(30cm 이상 50cm 미만인 것)

단,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비닐봉지

(용기 포장 플라스틱)
매주

컵ㆍ식품 트레이 등

비닐봉지ㆍ랩 등

과자ㆍ차ㆍ빵ㆍ
인스턴트 식품 등의 봉지

요일

비닐봉지로 배출해 주십시오.
‘검은 비닐봉지’ㆍ‘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 가연성 쓰레기
전용’ㆍ‘다른 자치체 비닐봉지’
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세제ㆍ샴푸
등의 용기

페트병 등의 뚜껑ㆍ라벨

플라스틱에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는 것도 포함

플라스틱 제품(문구나 일용품 등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과 고무류ㆍ합성 피혁 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30cm 미만인 것(30cm 이상 50cm 미만인 것은‘도자기ㆍ유리 등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50cm 이상인 것은 대형 쓰레기입니다.

비닐봉지

(용기 포장 플라스틱 이외)
매주

잡지ㆍ책

천 종류

우유 팩

비닐봉지로 배출할 때는
‘검은 비닐봉지’ㆍ‘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 가연성 쓰레기
전용’ㆍ‘다른 자치체 비닐봉지’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는 등 자원화할 수 없는 종이류는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매주
요일

병류(젖병 제외)

유해 등의
쓰레기

캔류ㅤ스프레이 캔

주전자ㆍ냄비 등의
금속 제품류

우산
비닐봉지

소형 가전 제품

비닐봉지로 배출해 주십시오.
‘검은 비닐봉지’ㆍ‘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 가연성 쓰레기 전용’ㆍ
‘다른 자치체 비닐봉지’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50cm미만인 것 ※일부 예외 있음)
※‘資源ごみ (자원
쓰레기)’라고
붙여 배출해 주십시오

자전거(세발자전거ㆍ외발자전거를 포함)

체온계

(수은을 사용한 것)

건전지

일회용 라이터

형광등(관)[전구형 포함]

(전부 다 사용한 것)

소형 충전식 전지ㆍ단추형 (케이스에 든 채로 배출 가능)
※LED 포함(LED라고 쓸 것)
전지는 뒷면을 참조

페트병
※협력 점포는 뒷면 참조.

○재활용 활동(집단 회수)의 회수

※자세한 내용은 마을회ㆍ자치회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호별 수거

유료

한 변의 길이가 대략 50cm
이상인 것

비닐봉지

‘有害ごみ (유해
쓰레기)’라고 쓴 후
배출해 주십시오.

비닐봉지로 배출해 주십시오.
‘검은 비닐봉지’ㆍ‘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 가연성
쓰레기 전용’ㆍ‘다른 자치체 비닐봉지’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식품용 트레이ㅤ○계란 등의 팩ㅤ○컵라면 등의 용기
○일회용 도시락의 용기ㅤ○푸딩, 젤리, 마가린 등의 용기

병류

거주하는 지역의 쓰레기 수거 요일을 확인합시다

○조미료의 용기ㅤ○세제ㆍ샴푸 등의 용기

스티로폼류

문구ㆍ일용품(30cm 미만인 것)
○펜ㅤ○자ㅤ○플라스틱 재질 옷걸이ㅤ○밀폐 용기ㅤ○스펀지
○플라스틱 재질 식기ㅤ○세숫대야ㅤ○스타킹

고무류ㆍ합성 피혁 제품(30cm 미만인 것)
○신발ㅤ○장화ㅤ○지갑ㅤ○가방
사용할 수 있는 신발ㆍ가방은 박스 회수(재활용)에

뒷면 참조

장난감ㆍ취미 용품 등(30cm 미만인 것)
○봉제 인형ㅤ○CDㅤ○레코드판ㅤ○공ㅤ○소형 쿠션
○카세트ㆍ비디오 테이프(테이프가 나오지 않도록 1개씩 점착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ㅤ○보냉제ㅤ○건조제ㅤ○헬멧ㅤ○조립식 매트

종이류
○전단지ㆍ팸플릿ㅤ○과자ㆍ티슈 상자ㅤ○신문
○봉투ㅤ○파쇄지ㅤ○책ㆍ잡지ㅤ○골판지

천 종류
○양복(코트나 다운 재킷 포함)ㅤ○시트ㅤ○담요ㅤ○커튼
※솜이나 스펀지가 든 담요ㆍ시트(퀼팅 가공한 것을 포함)는‘대형 쓰레기’입니다

금속 제품류
○연장 코드ㅤ○금속 재질 옷걸이ㅤ○보온병ㅤ○골프 클럽ㅤ○AC 어댑터
2m 이내ㅤ○빨래 건조봉ㅤ○원예용 지주ㅤ○접사다리

소형 가전 제품(50cm 미만인 것 ※일부 예외 있음)
○선풍기ㅤ○드라이어ㅤ○커피 메이커ㅤ○청소기ㅤ○전기 밥솥ㅤ○토스터
○VTRㅤ○라디오 카세트ㅤ○가스레인지ㅤ○전화기(FAX 겸용 포함)
○전기 포트ㅤ○휴대용 재봉틀ㅤ○이불 건조기
○전기 그릴ㅤ○시계ㅤ○체중계ㅤ○전자 사전
○가정용ㆍ휴대용 게임기ㅤ○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카메라ㅤ○프린터ㅤ○공기 청정기ㅤ○전자 담배

병ㆍ캔류
○빈 캔ㅤ○빈 병ㅤ○매실주병ㅤ○빈 도료캔
○빈 화장품병ㅤ○빈 약병

②속을 헹군다
(물기를 제거한다)

③납작하게 한다

④협력 점포의
회수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협력 점포는 뒷면
참조 주십시오.

재활용 활동(집단 회수)에 대해

거주하는 지역별로 가정 쓰레기 수거 요일이 다릅니다.
‘자원 쓰레기ㆍ유해 등의 쓰레기’수거 요일이 기준일이므로 아래 표의 기준일 열의 수거 요일을
왼쪽 표의 ○에 기재합시다.
지역의 기준일을 알 수 없는 경우는 환경업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기준일
자원 쓰레기
유해 등의 쓰레기

기준일

월요일의
수거 지구

기준일

화요일의

가연성
쓰레기

화ㆍ목ㆍ토
단, 매월
2번째 목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월ㆍ수ㆍ금

수거 지구

단, 매월
2번째 수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화ㆍ목ㆍ토

수요일의
수거 지구

기준일

목요일의
수거 지구

금요일의

단, 매월
3번째 목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월ㆍ수ㆍ금
단, 매월
3번째 수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ㆍ목ㆍ토

수거 지구

단, 매월
4번째 목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활용합시다.

기준일

월ㆍ수ㆍ금

토요일의

종이류ㆍ병ㆍ캔ㆍ페트병은 지역 단체(마을회ㆍ
자치회 등)의 재활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화 신청처

접수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휴ㅤㅤ일⋯일요일ㆍ공휴일 및 대체 휴일 및 12월 29일~1월 3일

☎047-391-0007

※잘못 걸려 오는 전화가 매우 많으므로 번호를 잘 확인한 후 걸어 주십시오.

회수 품목ㆍ회수일ㆍ회수 장소는 각 단체에 확인해

ㅤ대형 쓰레기의 배출 방법, 품목 예, 처리권 취급소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ㅤ연말ㆍ이사 철 등에는 매우 붐빕니다.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

폐기할 때는‘자원 쓰레기’의 날에 배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준일

①뚜껑ㆍ라벨을 제거한다
뚜껑ㆍ라벨은‘재활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십시오.

○협력 점포에서 회수

‘有害ごみ’

발화ㆍ발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트레이ㆍ팩ㆍ컵ㆍ용기류

뚜껑류

자원 쓰레기

※스프레이 캔은 다 사용한 후 구멍을 내지 말고 배출해 주십시오.
※병류, 캔류는 뚜껑을 제거하고 속을 헹군 후 배출해 주십시오.
※깨진 병을 배출할 때는‘危険 (위험)’이라고 쓴 후 배출해 주십시오.

솜이나 스펀지가 든 담요ㆍ
시트(퀼팅 가공한 것을
포함)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휴대용 배터리 등 많은 충전식 전자 기기는 과도한 힘을 가하면

○플라스틱 말통ㅤ○테니스 라켓(플라스틱 재질ㆍ카본 재질)

수거 지구

단, 매월
4번째 수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도자기ㆍ유리 등의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의 집적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재활용하는 재활용할 수
플라스틱
없는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매월 2번째 목요일
4/9, 5/14, 6/11, 7/9, 8/13
9/10, 10/8, 11/12, 12/10
2021년 1/14, 2/11, 3/11

4/8, 5/13, 6/10, 7/8, 8/12
9/9, 10/14, 11/11, 12/9
2021년1/13, 2/10, 3/10

4/16, 5/21, 6/18, 7/16, 8/20
9/17, 10/15, 11/19, 12/17
2021년1/21, 2/18, 3/18

4/15, 5/20, 6/17, 7/15, 8/19
9/16, 10/21, 11/18, 12/16
2021년 1/20, 2/17, 3/17

4/23, 5/28, 6/25, 7/23, 8/27
9/24, 10/22, 11/26, 12/24
2021년1/28, 2/25, 3/25

수거일은

종이 상자 등의
기타 종이

‘布類’
비닐봉지

리튬 이온 전지가 내장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는 전자 담배나

30cm 이상 50cm 미만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일은

신문ㆍ전단지

1장이라도 반드시 짓눌러 1m 정도로
접은 후 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알루미늄 포일ㅤ○안전면도기ㅤ○일회용 손난로

○페트병의 뚜껑ㆍ라벨과 병뚜껑(플라스틱) 등

소량의 나뭇가지ㆍ낙엽ㆍ풀
당분간‘자원 쓰레기ㆍ유해
등의 쓰레기’와 같은 날에
수거합니다.
①나뭇가지는 한데 모아
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반드시 1개 굵기 10cm
미만, 길이 50cm 미만으로
자른다
②한데 모아 끈으로 묶을 수
없는 나뭇가지나 낙엽ㆍ
풀은 비닐봉지로 배출해
주십시오
‘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ㅤ
가연성 쓰레기 전용’또는
반투명 비닐봉지(검은
비닐봉지ㆍ다른 자치체
비닐봉지는 불가)

리튬 이온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전자
기기는 자원 쓰레기의 날에!

수거일은

골판지

자원 쓰레기

※의류ㆍ시트 등의 천 종류는 끈으로 묶거나 비닐봉지에
‘布類 (천 종류)’라고 쓴 후 배출해 주십시오. 비가 오는
날이나 내릴 것 같을 때는 배출하지 마십시오.

※종이류는 종류별로 끈으로 묶어 배출해 주십시오. 기타 종이를 종이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종이 봉투에는‘ざつがみ (기타 종이)’라고 적은 후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끈으로 묶거나
테이프 등으로 한 곳만을 막아 내용물이 보이도록 배출해 주십시오.

기타

iPhone

수거일은

사용할 수 있는 신발ㆍ가방ㆍ
벨트는 박스 회수에

도자기ㆍ유리류(50cm 미만)
○판유리ㅤ○유리컵ㅤ○젖병ㅤ○전구(백열 전구)ㅤ○안경 ○규조토 매트ㅤ
○질냄비ㅤ○화분(도자기 재질)

Android

수거일은

기준일

완구ㆍ취미 용품 등

있습니다.

수거일은

요일

고무류ㆍ합성 피혁 제품

문구ㆍ일용품 등

비닐봉지로 배출해 주십시오.
‘검은 비닐봉지’ㆍ‘마츠도시
인정 비닐봉지 가연성 쓰레기
전용’ㆍ‘다른 자치체 비닐봉지’
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QR 코드 링크처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가전제품 등의 상자에 쿠션으로 넣는 스티로폼이나 쿠션 시트 등

재활용할 수 없는 ㅤ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각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거나 오른쪽의

○쇼핑용 봉지ㅤ○식품 포장용 랩ㅤ○과자와 빵 등의 봉지
재활용하는 ㅤ
플라스틱

내용물을 반드시 다 사용한 후 물로 헹구는 등 깨끗이 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산아~루)’를 이용해 주십시오. 50음순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일 달력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식용유(종이나 천에 스며들게 한다)
○애완동물의 화장실용 시트류 등
○담배꽁초
○술 팩 등 안쪽이 은색인 것
○방수 가공된 종이류(종이컵, 요구르트 용기 등)
○목제 옷걸이
○조개껍데기
○가죽 제품류
○영수증ㆍ감열지ㅤ○아이론 프린트지

비닐봉지ㆍ랩류

왼쪽의 식별 마크가 붙어 있는 것 등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이 대상입니다.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일반적인 품목은 기재되지 않으므로 불분명한 품목은
환경업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기타

도자기ㆍ유리 ㅤ
등의 쓰레기

번째

자원이 되지 않는 종이류(휴지, 세제ㆍ
비누 등의 향기가 배인 종이, 아이론
프린트지, 사진, 생리용품 등)
천 종류(젖었거나 더러운 것)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제거합시다.

○50cm 이상인 것은 대형 쓰레기입니다.

도자기ㆍ유리
등의 쓰레기
매월

※내용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배출 방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종이 기저귀

※소량의 잘라낸 나뭇가지ㆍ낙엽ㆍ
풀은‘자원 쓰레기’와 같은 날에
회수합니다.

가연성 쓰레기

종이 봉투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매주

이것은 무슨 쓰레기? 를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다!!
분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스마트폰ㆍ태블릿용 쓰레기 분리 앱‘さんあ～る

분류 및 대상 품목 예

가연성 쓰레기
●

●12월 31일~1월 3일

마츠도 시청 환경업무과 ☎047-366-7333ㅤ●Fax: 047-704-4591

●문의처

집적소에 배출하는 쓰레기

집적소에
배출할 수
없는
쓰레기

●일요일ㅤ●5월 3일~5일

● 쓰레기는 분리하여 자신이 배출하는 집적소의‘장소’와‘요일’을 반드시 지켜, 수거일 아침 8시 30분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쓰레기 감량 심벌 캐릭터

뒷면에는 대형 쓰레기ㆍ시가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ㆍ페트병 회수점ㆍ시설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22, 5/27, 6/24, 7/22, 8/26
9/23, 10/28, 11/25, 12/23
2021년1/27, 2/24, 3/24

수

금

목

토

금

월

토

화

월

수

화

목

매월 2번째 수요일

매월 3번째 목요일

매월 3번째 수요일

매월 4번째 목요일

매월 4번째 수요일

대형 쓰레기

2020년도판

길이가 대략 50cm 이상인 것
대형 쓰레기 품목 예ㅤㅤㅤ한※단,변의50cm
미만이라도 대형 쓰레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의 배출 방법

신청 시에는 다음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품목 예 분류

전화로 신청한다

ㆍ목제품류
ㆍ이불ㆍ방석
ㆍ깔개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 ☎047-391-0007
접수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휴ㅤㅤ일⋯일요일, 공휴일ㆍ대체 휴일 및 12월 29일~1월 3일
※잘못 걸려 오는 전화가 매우 많으므로 번호를 잘 확인한 후 걸어
주십시오. 연말ㆍ이사 철 등에는 매우 붐빕니다,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처리권’을 구입한다

ㆍ가전 제품류
ㆍ금속 제품류

대형 쓰레기 1점당 1장에 1,000엔짜리‘대형 쓰레기 처리권’을
취급소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가까운 대형 쓰레기 처리권 취급소는 마츠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업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처리권’을 붙인다

ㆍ대형
플라스틱
제품류

대형 쓰레기를 배출한다

○시간

단독 주택⋯문 앞, 도로에 면한 차고 등
집합 주택⋯1층 입구 부근, 쓰레기 집적소 옆
※집 안에 있는 것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수거일의 아침 8시 30분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반입처 시설

◎목제 가구류
ㅤ옷장(서양식ㆍ일본식ㆍ벽장용)
ㅤ의상 케이스
ㅤ테이블
ㅤ책상
ㅤ전자레인지대
ㅤ식기장
ㅤ책장

○수납 박스
○TV대
○깔개ㆍ양탄자
○전기 카펫
○이불ㆍ침대 패드(3장까지 1점 취급)
○방석(5장까지 1점 취급)
○차 상자
○전기 코타츠(코타츠판 포함)

와나가야 클린
센터

◎금속제 가구류
ㅤ의상 케이스
ㅤ책상
ㅤ전자레인지대
ㅤ선반ㆍ로커

○전자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식기세척기, 식기 건조기
○전기담요
○석유 스토브(석유 팬 히터 포함)
○변기 커버(세정 기능 장착)
○차량용 어린이 시트ㆍ유모차
○스키 캐리어
○수납고(플라스틱 재질의 해체된 것)
○실버카
○바지 다리미

자원 재활용
센터

○트렁크ㆍ수트케이스
○골프 백
○스키 판ㆍ스노보드ㆍ서프보드
○목욕통 덮개(플라스틱 재질)
○수납고(플라스틱 재질의 해체된 것)
○염화비닐관ㆍ빗물받이(직경 10cm
미만까지)

히구라시 클린
센터

○좌석 의자
○건강기구
○거울(전신 거울 포함)
○유리 테이블
○스테레오 세트

‘대형 쓰레기 처리권’에 이름ㆍ수거일을 써서 대형 쓰레기에 붙여
주십시오.
영수증(오른쪽 부분)은 잘라내어 대형 쓰레기가 수거될 때까지 보관해
주십시오.

○장소

품목 예

○소파
○침대
○매트리스
○테이블(플라스틱제)
○다리미판(재질 불문)
○의상 케이스(3개까지 1점 취급)
※단, 2단 이상의 것은 1개 1점
취급합니다.

내용

※사전에 우체국에서 재활용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扱

所

名

所

(문의)폐기물 대책과ㅤㅤㅤ☎047-704-2010

신청

휴대 전화ㆍPHS의 본체ㆍ충전기 회수

회수물을 담는다

니카드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 이온 전지

所

名

所

名

所

在

22 イトーヨーカドー 松戸店

松戸1149

高塚新田165-1

23 サミットストア 松戸新田店 松戸新田245-1

小金1

14 トップパルケ常盤平駅前店

常盤平3-1-1

24 ハローマート 稔台店

松戸新田575-7

小金原6-2-13

15 西友

常盤平3-11-1

25 ベルクス 松飛台店

松飛台193-1

小金原7-18-3

16 ザ・プライス 五香店

常盤平5-22-3

26 リブレ京成

三矢小台4-9-1

五香2-6-1

17 マルエツ 上本郷店

仲井町2-57-1

27 スーパークランデール 新松戸店

横須賀1-14-13
六高台4-204-2

栗山19-1

4

イオン 北小金店

7 （有）はたや商店

扱

13 マルエツ 高塚店

北松戸2-6-1

マルエツ 小金原店

取

12 イオンフードスタイル新松戸店 新松戸3-2-2

ハローマート 北松戸店

6

地

牧の原2-10

マルエツ 矢切駅前店
小金原店

在

21 マルエツ 牧の原店

3

5 リブレ京成

所

新松戸3-103

常盤平店

三矢小台店

地

8

ベルクス 五香店

五香8-11-1

18 ハローマート 馬橋店

西馬橋相川町11-1

28 ハローマート 六実店

9

ベルクス 北松戸店

栄町2-73-2

19 ダイエ− 松戸西口店

根本4-2

※상기 이외에도 페트병 회수 BOX를 설치하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20 イトーヨーカドー 八柱店

日暮1-15-8

栄町6-384

2020년 2월 말일 현재

청소 시설에 반입
일시적인 다량ㆍ이사 쓰레기는(종이류ㆍ천 종류는 제외) 본인이 직접 아래의 청소 시설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유료)
※반입은 본인에 한해 1시설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반입 중량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물품에 따라 반입처가 달라집니다.
※연말연시, 골든 위크 연휴가 끝난 후와 토요일, 공휴일에는 매우 붐빕니다.
●처리 수수료
1kg 16엔+소비세
※20kg 미만일 경우에는 20kg으로 산정합니다(320엔+소비세).
※2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10kg 단위로 계산합니다.

●반입 시간 등
ㆍ반입 시간은 8:30~16:30
ㆍ일요일, 5월 3일~5일 및 12월 31일~1월 3일은 제외.
반입 시 주의 사항
① 본인 확인ㆍ주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ㆍ건강 보험증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②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반입하는 분 본인이 직접 짐을 내려 주십시오.

※반드시 사전에 반입처에 전화를 걸어 승인을 받아 주십시오.
② PC 제조 업체 등에 의한 회수
●제조 업체를 아는 경우에는 각 제조업체의 접수창구에 연락해 주십시오.
● 직접 조립한 PCㆍ도산한 제조 업체 등의 PC는 일반재단법인 PC 3R 추진협회
접수창구에 (☎03-5282-7685)
자세한 내용은 일반재단법인 PC 3R추진협회 홈페이지(http://www.pc3r.jp)를
참조해 주십시오.

목제품류ㆍ이불ㆍ방석ㆍ깔개 등

○(주)키노시타
ㅤ주소: 마츠도시 미노리다이 5-15-4
○(주)그린
ㅤ주소: 마츠도시 카미시키 879
○(주)사이토 에이지 상점
ㅤ주소: 마츠도시 와나가야 954-7
○(주)야마무로(키타 마츠도 공업 단지 내)
ㅤ주소: 마츠도시 카미혼고 727
○리소스 가이아(주)
ㅤ주소: 마츠도시 미노리다이 6-10-14

히구라시 클린 센터
☎047-388-6555

소재지ㅤ마츠도시 와나가야 1349-2
※쓰레기 반입은 전용 터널로 들어와 주십시오(지도 참조)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반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로 반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소재지ㅤ마츠도시 마츠히다이 286-15

신야하시라역
야바시라역
신케이세이선

이토요카도

고코 방면

이와세 교차로
시청

소방서

☎047-391-1588
☎04-7186-6701(본사)

와나가야클린센터
노기쿠노
버스 터미널

스포츠 센터

난부시장

신도쿄병원

진가마에 교차로

히구라시 클린 센터
와나가야 클린 센터

코이타바시
병원

마츠도 국제
고등학교

야하시라 묘원 입구

자동차 전용 반입구
J
R

본선

반입
터널

본선

치바대학 원예학부

☎047-360-5181

자원 재활용 센터
☎047-384-7890

소재지ㅤ마츠도시 고코 니시 5-14-1

마츠도 방면

☎047-308-8661

☎047-362-5170

가전 제품류 및 금속 제품류 등(가전 재활용법 대상 품목ㆍPC 제외)
도자기ㆍ유리 등의 쓰레기

대형 플라스틱 제품류 등

와나가야 클린 센터
☎047-392-1118

노선
무사시

소형 충전식 전지의 재활용 마크

扱

2

국도 ６호

소형 충전식 전지ㆍ단추형 전지

http://www.mobile-recycle.net/

取

11 ハローマート 新松戸店

종이ㆍ천 종류의 반입처
(사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주십시오.)

이 마크가 있는 가게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 회수 BOX(앞면 참조)
●리넷 재팬 리사이클(주)(상기 참조)
●가까운 휴대 전화, PHS 회사의 매장 등에 가져가 주십시오. 제조 업체 등에 관계없이
무료로 회수하며, 재활용됩니다.

불필요해진 디지털카메라ㆍ노트북 등에 사용되고 있는 충전 가능한 전지는
‘소형 충전식 전지’입니다.
가까운‘재활용 협력점’의‘소형 충전식 전지 재활용 BOX’에 가져가 주십시오.
단추형 전지는‘단추형 전지 회수캔’에 가져가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마츠도시 홈페이지(톱 페이지>생활>쓰레기ㆍ재활용ㆍ분뇨>
소형 충전식 전지, 단추형 전지의 재활용)를 참조해 주십시오.

택배 업체가 회수

地

上本郷2220-1

10 マルエツ 栄町店

판매점ㆍ취급점에 보상 판매 인수를 받거나 전문업체에 인수를 의뢰해 주십시오.

在

マルエツ 北松戸店

가정용 PC의 처분 방법(※노트형 PC는 소형 가전 회수 박스에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의 인정 사업 업체 리넷 재팬 리사이클(주)에 의한
회수
택배를 활용하여 PCㆍ소형 가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renet.jp/ㅤ☎0570-085-800
※전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택에서 의료 행위에 따라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은 주삿바늘 등의 예리한 것이
포함되므로 쓰레기 집적소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나 수거 작업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자주 가는 의료 기관 또는
가까운 약국에 처분에 대해 상담해
주십시오.
●점포 등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
ㆍ 약국ㆍ약방에서 구입하고 유효 기한이
만료되어 필요 없어진 의약품
ㆍ의 료 기 관 에 서 진 찰 하 고 약 국 에 서
조제받은 약으로 복용하고 남은 등의
이유로 필요 없어진 의약품(내복ㆍ외용
포함)
ㆍ 다 사용한 주삿바늘이나 용기
●점포 등에서 회수할 수 없는 것
ㆍ공업 용품, 농약

회수 협력점 일람표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방법 1ㅤ판매점에 의뢰】
구입한 가게 또는 새로 구입한 가게가 있을 경우※재활용권의 구입, 수거 운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방법 2ㅤ직접 제조업체 등의 지정 인수 장소에 반입한다】
아래의 지정 인수 장소에 사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주십시오.
○마루젠 케이요 물류(주) 후나바시 영업소
주소: 후나바시시 시오미쵸 19-4
☎047-431-4880
○MD 로지스 필드 서비스(주) 이치카와 영업소
주소: 이치카와시 시오하마 3-12
☎047-395-2549
○신카시와 창고(주) 카시와 취급소
주소: 카시와시 토요후타 164-39
☎04-7128-5001
※사전에 우체국에서 재활용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방법 3ㅤ마츠도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수거를 의뢰】
○마츠도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협동조합 사무국(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소개)
☎0120-5353-09(이 수신자 부담 전화는 휴대전화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047-312-2275(주소: 마츠도시 마츠도 2060)
※재활용권의 구입, 수거 운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탁기
○TV(브라운관ㆍLCDㆍPDP)
○에어컨ㆍ실외기
○냉장고(와인 셀러ㆍ보냉고ㆍ냉온고 포함), 냉동고
○의류 건조기(전기식ㆍ가스식)

시청(본청), 코가네 지소, 코가네하라 지소, 무츠미 지소, 마바시 지소, 신마츠도 지소, 건강 복지 회관(후레아이 22),
종합 복지 회관, 클린 센터 내 스포츠 시설, 동부 스포츠 파크 체육관, 와나가야 스포츠 센터, 미노리다이 시민 센터,
토키와다이라 시민 센터, 코가사키 시민 센터, 하치가사키 시민 센터, 마츠히다이 시민 센터, 고코 시민 센터, 아키라
시민 센터, 코가네 키타 시민 센터, 야바시라 시민 센터

회수 박스
설치 장소

取

처리 방법

가전 재활용법 대상 품목

시청(본청), 코가네 지소, 운동 공원 내 관리 사무소, 클린 센터 내 스포츠 시설, 동부 스포츠 파크 체육관, 와나가야
스포츠 센터, 코가네하라 체육관, 토키와다이라 체육관, 신마츠도 시민 센터, 마바시 시민 센터, 미노리다이 시민 센터,
토키와다이라 시민 센터, 코가사키 시민 센터, 니쥿세이키가오카 시민 센터, 하치가사키 시민 센터, 무츠미 시민 센터,
마츠히다이 시민 센터

회수 박스
설치 장소

1

취급할 수 없는 쓰레기
내용

재택 의료 폐기물 배출 방법

마츠도시에서는 아래의 슈퍼 등과 협력하여 페트병의 분리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점 점포 앞에 전용 페트병 회수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룰을 지켜 배출해 주십시오.

처리 방법

자동차 부품(타이어ㆍ배터리 등), 폐유, 도료, 피아노, 다다미, 약품류, 내화 금고, 소화기,
프로판가스통, 석고 보드, 흙, 퇴비, 처리 곤란한 건설 관련 폐기물 등

신발ㆍ가방ㆍ벨트의 박스 회수

페트병

분리 구분 및 반입 기준에 따라 시의 청소 시설에 직접 운반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수거를 의뢰해 주십시오.
종이류(골판지ㆍ신문지 등) 및 천 종류는 종이 도매상에 반입해 주십시오(아래 반입처 참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개 등
마츠도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협동조합 사무국 ☎0120-5353-09(이 수신자 부담 전화는 휴대전화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047-312-2275(주소: 마츠도시 마츠도 2060)

사무실ㆍ상점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사업계 일반폐기물)
이벤트(지역 축제ㆍ각종 강좌 등)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점포나 사무소 등에서 나오는 사업계 쓰레기는 가정 쓰레기 집적소에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전기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구입에 관한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형 가전의 박스 회수

시가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이사, 대청소, 정원수의 가지치기 등 일시적으로 나오는
다량의 쓰레기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태우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수 박스 투입구(가로 폭 30cm×높이 15cm)에 들어가는 크기의 소형 가전 제품이 대상입니다.
○노트북 PCㅤ○태블릿ㅤ○휴대 전화ㅤ○카메라ㅤ○휴대용 게임 기기ㅤ○전자 사전ㅤ○휴대용 음악 플에이어
※상기 이외에도 투입구에 들어가는 크기인 것이면 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본인 책임하에 반드시 삭제한 후 투입해 주십시오.
※배터리는 분리해 주십시오. 배터리를 박스에 넣지 마십시오.
※각 시설의 이용 시간은 별도로 확인해 주십시오.

시가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ㆍ취급할 수 없는 쓰레기

일시 다량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기 등 보조금 제도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기 등(컴포스트 용기, EM 밀폐 전용 용기)

●회수할 수 있는 것: 가죽 신발ㆍ스니커ㆍ핸드백ㆍ벨트 등
●회수할 수 없는 것: 장화ㆍ부츠ㆍ스파이크ㆍ책가방ㆍ캐리어백ㆍ골프백 등 및 그 밖의 오염 및 손상, 냄새가 나는 것
●신발은 좌우 1쌍으로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각 시설의 이용 시간은 별도로 확인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수거는 반입 시설별로 수거차가 다릅니다.
※반입처 시설의 위치 등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청소 시설에 반입을 참조해 주십시오.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품목에 따라 재사용ㆍ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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