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분류방법을 지켜서 내놓으세요.
●수거일 새벽부터 아침 8시까지 사이에 내놓으세요.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고 반드시 봉투에 넣어 잘 묶어주십시오.

●안타는 쓰레기의  "제1・3 토요일"이라는 그 달의 한 번째 토요일과 세번째 토요일입니다.

야쓰마치(谷津町) 월・수・금 제2･4 토요일 화 제1 토요일
야쓰(谷津)5･6초메 월・수・금 제2･4 토요일 화 제1 토요일

야쓰(谷津)1･2･3･4･7초메 월・수・금 제1･3 목요일 화 제2 목요일
や(야) 야시키(屋敷) 화・목・토 제1･3 월요일 수 제2 월요일
も(모) 모토오쿠보(本大久保) 화・목・토 제2･4 금요일 월 제1 금요일

미모미혼고(実籾本郷) 화・목・토 제2･4 월요일 수 제1 월요일
み(미) 미모미(実籾) 화・목・토 제2･4 월요일 수 제1 월요일
ふ(후) 후지사키(藤崎) 월・수・금 제2･4 목요일 토 제1 목요일

히가시나라시노(東習志野)4･5･6･7･8초메 화・목・토 제1･3 수요일 금 제2 수요일
ひ(히) 히가시나라시노(東習志野)1･2･3초메 화・목・토 제2･4 수요일 금 제1 수요일
は(하) 하나사키(花咲) 화・목・토 제2･4 수요일 월 제1 수요일

쓰다누마(津田沼)4･5･6･7초메 월・수・금 제1･3 토요일 목 제2 토요일
つ(쓰) 쓰다누마(津田沼)1･2･3초메 월・수・금 제2･4 화요일 토 제1 화요알
そ(소) 소데가우라(袖ヶ浦) 월・수・금 제1･3 화요일 목 제2 화요일
し(시) 신에이(新栄) 화・목・토 제2･4 월요일 수 제1 월요일

사기누마다이(鷺沼台) 화・목・토 제1･3 금요일 월 제2 금요일
さ(사) 사기누마(鷺沼) 월・수・금 제2･4 토요일 목 제1 토요일

가나데노모리(奏の杜) 월・수・금 제1･3 목요일 화 제2 목요일

제1･3 토요일 목 제2 토요일

오쿠보(大久保)3･4초메 화・목・토 제1･3 월요일 수 제2 월요일
お(오) 오쿠보(大久保)1･2초메 화・목・토 제1･３ 금요일 월 제2 금요일

●흰색 배경 날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월・수・금요일 수거지구 화・목・토요일 수거지구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휴일 쓰레기는 없습니다.

 지  역
타는 쓰레기
일주일에 세 번

안타는 쓰레기
한 달에 두 번

재활용품
일주일 한번

유해 쓰레기
한 달에 한 번

い(이) 이즈미초(泉町) 화・목・토 제1･3 월요일 금 제2 월요일

か(가) 가스미(香澄) 월・수・금 제2･4 화요일 토 제1 화요일

あ(아) 아키쓰(秋津) 월・수・금

지역별 쓰레기 수거일

２０２３년도 <타는 쓰레기> 수거 캘런더

나라 시노시의 쓰레기 내밀기 규칙 한국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2 3 4 5 6 1 2 3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9 10 11 12 13 14 15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3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2 3 4 5 1 2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1 2 3 4 1 2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9 30 31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 2 3 1 2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3 4 5 6 7 8 9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7 18 19 20 21 22 23

28 29 30 31 25 26 27 28 29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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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일시장소일시장소

● 수거일 새벽부터 아침 8시까지 사이에 내놓으세요.

●새로、가로、높이 중의 어느 편이 50cm이상,  2m 미만의 물건이 대형 페기물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영한 소형가전은 시내공공시설에 설치된 전용 박스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박스의 투
입구(세로15cm、가로30cm)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소형가전이 대상입니다. 시설의 개소시간내
라면 언재나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집적소와 같이 이용하십시오.

《대상 품목》
・휴대전화　・카메라　・영상용기기　・음향기기　・보조기억장치　・전자책 단말・전자 체온계・전자 사전　・전
자 계산기　・전자 혈압계　・이용 기기　・손전등　・시계　・게임기　・자동차 운전보조기기 등
●전지・배터리를 빼고 투입하세요.
●퍼스널 컴퓨터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일단 트입된 소형 가전제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는 꼭 소거하세요.

● 의 표시가 있는
물건

주
된
품
목

분
류

분
류

수
거
일

수
거
법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유해 쓰레기
한 달에

두 번 제

제

나라시노시가 지정한 쓰레기 봉지

또는 투명・반투명 비닐 봉지

나라시노시가 지정한 쓰레기 봉지

또는 투명・반투명 비닐봉지
투명・반투명 비닐 봉지

배
거
법

주
한
품
목

재 활 용 품(자원물)

일 주일에 한 번 매주 요일

투명・반투명 비닐봉지 품목별로 끈으로 묶으세요
투명・반투명

비닐봉지

한 달에

한 번 제

●기타
폴리에스테르제 용기、

스티로폼、더러워진의복、

회로、보랭제、CD ・DVD、

비디오테이프등.

●음식쓰레기

※물기를빼고

내놓으세요.

●고무・피혁 제품

●비닐・플라스틱

●식용유
※휴지나넝마로
빨아들이거나, 응고제로
굳히세요.

●나뭇가지・초화

※나뭇가지・대나무는 길이 50cm, 

직경 20cm  이하의 다발로

묶으세요.

낙엽은봉지에

넣으세요.

●위생용품
※오물은 제거해서
토일렛에 흘려
버리세요.

휴 지병・캔 페트병
헌 의료

●휴지・넝마
재활용품이 되지 않는

종이 컵, 사진,

감열지, 카본지 등.

●금속류

●유리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은

종이 등으로 싸고,

수거작업원이 볼 수 있도록

표시하세요.

●소형가전제품 ※세로・가로・높이
중 어느 변이 50cm가
넘은 물건이 대형
폐기물이 됩니다.

●형광등•수은체온계
※구입시의 상자에 담고

내놓는 등, 쉽게 깨지지

않도록 처치하세요.

・깨졌을 경우엔 ,<안 타는

쓰레기>로 내놓으세요.

●아스베스트가
함유된 가정용품
※분해하지 말고, 봉지에 담고

<아스베스트>라고 표시하세요.

●병
뚜껑을 제거해서, 안쪽을 물로 잘

헹궈세요.

※우유병・멕주병등은, 판매점에

반환하기등으로 재활용하게

하세요.

※식재・기름등으로 더러워진

것은 <안 타는 쓰레기>로서

내놓으세요.

●음식용 캔

안쪽을 물로 헹궈세요.

・카세트식 가스봄베・

스프래이통은 <유해

쓰레기>로 내놓으세요.

・과자, 김 등의 캔, 기름 등이 부착돼 있는

용기는 <안 타는 쓰레기>로 내놓으세요.

●찌부러뜨리고, 

내놓으세요.

●신문지・전단
끈으로 묶거나, 신문점의

봉지에 담으세요.

●골판지

※식품용 흰색 발포 트레이는 회수통이 공민관 등에 설치되어 있고, 시내 슈퍼 등에서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카튼・매트・방석・
걸레 ・ 봉제 인형・
베개・변기 커버・
속엇・모피 제품・
피혁 제품・비닐 제품
등은
<타는 쓰레기>로
내놓으세요.

●일시・장소・분류방법을 지켜서 내놓으세요.

●태풍 ・적설등으로부득이수거가중지될수있습니다.

●쓰레기집적장소는이용자가책임지고관리하세요.

●칼

날 부분을 종이

등으로 싸고

수집작업원이 볼 수

소형가전의 박스수집

《회수박스 설치장소》

시청 청사 １F 입구、

시밈과연락소 （동부、서부、JR 쓰다누마역

남구）、공민관 （중앙、기쿠타、미하나、

소데가우라、야쓰 등의 5 개소）

●기타

더러음이 빠지지 않는

병/캔、김/과자 등의 캔、

우산, 날붙이、거울, 청소기、

백열등、LED 전구、온수

세정변좌、전기 코드 등

●건전지
※보탄식 전지/충전지는
전기점에 설치되어 있는
회수 상자도 활용하기
바람니다.

●페트병과분리한뚜껑을
메쉬백에넣는다.

●책・잡지・

카탈록・휴지

휴지는 종이 봉지에 넣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꾼으로
묶어서 내놓으세요.

※감열지・비닐코트지・합성지

등은 <타는 쓰레기>로 내놓으세요.

●음료용 종이 팩

음료용 종이 팩은
썻고, 펴고 그리고
마려서 끈으로 묶고
내놓으세요.

●더럽지 않은 헌 옷

더러운 의복 과 속옷은

<타는쓰레기>

로내놓으세요.

2023년도 가정 쓰레기 분류・수거 방법 일람표

※캔 전용 네트 봉지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직접、전용 네트 봉지에 넣으세요.

●카세트식 가스

봄베・스프레이

통・라이터
※카세트식 가스봄베 와

스프레이 통으로 인한

폭발사고, 라이터로인한

화재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꼭 내용물을다 사용하고

내놓으세요..

※가스봄베와 스프레이

통에 구멍을 뚤지 않기

바랍니다.

수
거

재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수거됩니다. 품목에 따라 수거시간이 다릅니다.

비가 오는 날엔 내놓지 마세요.

일 주일에

세 번
요일 요일

주의

주의
주의 요일

・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 내부를

씻는다..

※라벨은 <타는쓰레기>

・이웃에게폐를끼

치지않도록실내에

서부탁드립니다.

・다른쓰레기를

넣지마십시오.



 ● 물건의 치수(세로, 가로, 높이)를 재고 난후 신청하십시오
 ●신청된 후 1～２주일 후에 수거됩니다. 
 ● 이사 등으로 나는 대량의 대형폐기물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수거를 신청하세요. 나라시노시자원회수협동
     조합이 업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방법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세요. ℡047(453)7979

・인터넷으로 신청
https://www.city.narashino.lg.jp/kurashi/gomi

/gomi/sodaigomi/sodaimoshikomi.html

접수：월～금요일(연말연시・축일 제외)

오전9:00～오후4:00

※나라시노시의 홈 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루에 한 번, 물건 5개 이내입니다.

・편의점・슈퍼・상점등 취급점에서
필요한 장수의 <대형 폐기물 처리권>을
구입하세요.

처리권 한 장＝670엔

※나라시노시의 처리권이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4품목

공기조절장치,
텔레비전,
냉장고・냉동고,
세탁기・의류건조기

【1】구입한 가게에 회수하라고 의뢰
【2】스스로 회수장소에 반입할 경우:
우체국에서 리사이클표를 구입해서 폐기물과 함께 지정된
회수장소에 반입

・나카타야(주)치바공장
치바시 이나게구 롯포초 210 ℡043(423)1148

・(주)츠바메 익스프레스 지바 제4 센터
지바시 이나모구 나가누마하라마치 225번 1

℡:043(258)4060 
・마루젠케이요물류(주) 후나바시 영업소
후나바시시 시오미초 19-4 ℡047(431)4880

【3】수거 ・운반을 의뢰할 경우:
우체국에서 리사이클표를 구입해서,
나라시노시자원회수협동조합에 수거 ・운반을 의뢰
(별도 수거 ・운반요금이 듭니다.) ℡047(454)2254
접수：월 ～토요일(연말연시・축일재외) 오전9：00 ～오후4：00

가정용

퍼스널 컴퓨터

건축설비 등,
공사가 따라가는

물건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부품

등유・휘발유・

오일

의료 기구

품 목

기 타

데스크톱형（본체・

디스플레이）, 노트북형, 

일체형

※PC리사이클

마크 첩부 유무를

확인하세요

창호, 다타미, 급탕기,

세면대,  목욕통,

변기, 곳간 등

원동기 달린 자전거, 

소형・중형・대형 바이크

타이어, 배터리 등

등유・휘발유・

오일

주사 바늘 등

일변이라도 길이 2m가 넘은 물건（빨래 장대
제외), 가스봄베, 콘크리트 블록, 벽돌,  도료, 
피아노, 오르간, 일렉톤, 금고, 운동기구, 
산업폐기물(건축 폐재・토사) 등

문 의 처

●공사업자

이륜차리사이클콜센터
℡050(3000)0727

판매점 또는 전문업자, 카숍 등

판매점 또는 전문업자

(근처에 있는 가솔린 스탠드 등)

단골 의료기관 등

판매점 또는 전문업자
●나라시노시자원회수협동조합이 업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47(454)1230
접수 : 월～토요일(연말연시・축일제외) 오전９:00～오후4:00

소화기, 내용물이 남아

있는 카세트 봄베

소화기, 내용물이 남아 있

는 카세트 봄베(카세트

풍로)

시가 수거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물건 처리

①각제조업자에 문의하세요.
②자작한 퍼스널 컴퓨터 또는 도산한 제조업자의 퍼스널
컴퓨터처럼 회수할 제조업자가 없을 경우 :
…일반사단법인파소콘3R추진협회 ℡03(5282)7685

http://www.pc3r.jp/

・지정된 일시에, 대형쓰레기처리권을

해당 폐기물에 붙이고,  아침 8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세요.

※아파트・고층공동주택 등 연립주택에서는、
자치회 등이 결정한 장소, 또는 신청시에 시가
지정한 장소에 내놓으세요.(수집원이 건물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좌기와같은마크가붙어있는퍼스널컴퓨터는
제조업자가 무료로 회수합니다.

수거를 의뢰할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 →처리권 구입→호별 수거)

●소화기…(주)소회기리사이클추진센터 ℡03(5829)6773
●내용물 남아 있는 카세트봄베
…일반사단법인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카세트봄베 손님센터

℡0120(14)9996

흙・돌・모래 토사・대량의 모래 등 조원점, 석재점, 원예점 등

쓰레기 예（이 일람표는대략을표시하는것입니다. 자세한것은

킇린센터크린추진과에물어봅시다)

●스스로클린센터에반입하실경우 10kg 당 250엔이듭니다.  자세한것은 "가정쓰레기의반입"라는쪽을삼초하십시오.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대형 폐기물 수집 신청（유료） ℡047(453)7979

가전4품목

℡047(454)2254

업자 안내

℡047(454)1230

●나라시노시 자원 회수 협동조합은 시내의 폐기물 처리 회사의 사업자 단체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휴일 쓰레기는 없습니다.

2023년도　축일・대체휴일의 특별수거일・대체수거일

월 축일 수거물 종류 특별・대체 수거일 지역

타는 쓰레기 9일(월)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유해  쓰레기3일(수)

유해  쓰레기

→　17일(수)

→　18일(목)

하나사키(花咲)、히가시나라시노(東習志野)1･2･3초메

월・수・금요일수거지구4일(목)
5

유해  쓰레기 →　25일(금) 오쿠보(大久保)1･2초메、사기누마다이(鷺沼台)
8 11일(금)

7 17일(월) 타는 쓰레기 17일(월)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5일(금)
유해  쓰레기 →　19일(금) 모토오쿠보(本大久保)

→　26일(월) 이즈미초(泉町)、오쿠보(大久保)3･4초메、야시키(屋敷)
12일(월)

화・목・토요일수거지구

30일(토) 당일

타는 쓰레기 5일(금)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18일(월) 타는 쓰레기 18일(월)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유해  쓰레기 →　23일(월) 이즈미초(泉町)、오쿠보(大久保)3･4초메、야시키(屋敷)
9일(월)10

11

유해  쓰레기 →　22일(월) 이즈미초(泉町)、오쿠보(大久保)3･4초메、야시키(屋敷)

1 8일(월)

9

타는 쓰레기 3일(금)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30일(토) 당일

토요일수거지구

유해  쓰레기 →　17일(금) 모토오쿠보(本大久保)
3일(금)

℡047(453)5577쓰레기의 분류・폐기 방법

폐기물 수거 신청(유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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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반입할 수 있는 것은 통상 쓰레기 수거장소에 내놓을 수

있는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이 될 물건뿐입니다.

・반입할 떼는, 쓰레기 수집 장소에 내놓을 때와 같이 분류

하시고 소정의 장소에 스스로 부리세요.

・연말에는 붐비고 있으니까, 일찌감치 반입하기를 바랍니

다.

※시가 처리하지 못하는 물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

아들이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수거하지도, 받아

들이지도 못하는 물건 처리>라는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예약 방법

아래 예약 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예약 접수는 희망일 30 일 전부터 전날 오후 4 시

까지 가능하다.

c
o
n

ta
c
t 클린추진과　℡：047（451）1793

https://www.city.narashino.lg.jp/kurashi/gomi/mochikomiyoyaku.html

나라시노시 시바조노3-2-1

（신나라시노역 남쪽, 현도 치바・후나바시해변선 해변쪽）

예약 방법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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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e

10kg당 250엔

ti
m

e

　화～금요일、제2제4토요일（연말연시・축일 제외）

오전9:00～11:30、오후1:00～4:00
(계량・하역에 시간이 걸리니까, 여유있게 오세요)

타는 쓰레기 12일(월)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2 유해  쓰레기

타는 쓰레기

자원물

℡047(453)5374

가전 4품목 수거 의뢰（유료）

나라시노시자원회수협동조합 월～토 오전9:00～오후4:00

23일(금) 타는 쓰레기 23일(금)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타는 쓰레기 8일(월)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자원물 8일(월) 당일 월요일수거지구

12 30일(토)

시가 수거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물건을

처리하는 업자 소개.

가정 쓰레기를 각자 반입하려면 （반드시 예약하십시오）

대형 폐기접수센터 월～금 오전9:00～오후4:00

쓰레기 수거・쓰레기 집적소에 대해서 클린센터 업무과 월～토 오전8:30～오후5:00

👉

각 문의처　  ※ 전화를 잘못  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클린센터　클린추진과 월～금 오전8:30～오후5:00

23일(토) 타는 쓰레기 23일(토) 당일 화・목・토요일수거지구

타는 쓰레기 11일(금) 당일 월・수・금요일수거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