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발행

마쓰에시 가정용 보존판

１．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버리는 날은「수거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수거일 아침 ８：３０까지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２．마쓰에시가 지정한 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손잡이를 단단히 묶은 후
버려주세요.
３．집 근처에 지정된 「쓰레기 수거장」을 이용하시고「쓰레기 수거장」은
깨끗하게 사용해주세요.

문의 내용
쓰레기 분리 방법
쓰레기 자가 반입
대형 쓰레기 수거 신청

문의 내용
분뇨수거 신규신청

연락처

전화번호

리사이클 도시추진과 계발지도계

５５－５６７８

마쓰에시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２７－１５７０

연락처

전화번호

리사이클 도시추진과 청소총무계

５５－５２８１

리사이클 도시추진과 계발지도계

５５－５６７８

리사이클 도시추진과 미화추진계

５５－５２７９

쓰레기 수거장 설치 보조금
쓰레기 수거
쓰레기 수거장 이동
쓰레기 수거장 신규설치
동물사체 처리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
배수로 뚜껑 개폐 도구 대여
밭두렁 태우기 지도
쓰레기 불법투기 상담
분뇨수거 문의

폐기물대책과 지도계

５５－５６７９

마쓰에 야쓰카 청소 협동조합

２１－９９１９

자세한 내용은 마쓰에시 홈페이지에서 「생활 가이드(暮らしのガイド)」→「쓰레기, 환경, 위생(ごみ・環境・衛生)」→「쓰레기,
재활용(ごみ・リサイクル)」→「쓰레기 분리 방법과 버리는 법(ごみの分別方法と出し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우는 쓰레기

주 ２회

태우는 쓰레기란？⇒음식물, 종이 기저귀, 나뭇가지, 가죽 제품, 도자기, 유리 조각,
고무류들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크기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버려주세요.

★로프나 호스는 50cm 씩 끊거나 줄로 묶어서 봉투에

넣어주세요.

★나뭇가지는 봉투에 넣기 힘들 경우, 끈으로 묶은 다음

가지 뭉치에 지정 봉투를 감아서 버리셔도 됩니다. 감아서
낼

때는

가지

길이에

알맞은

규격(리터)의

봉투를

사용해주세요.

금속 쓰레기

매달 1 회

금속 쓰레기란？⇒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표면이 금속이 아니더라도
내부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크기의 쓰레기
★우산은 지정 쓰레기봉투 세로길이（그림
점선 부분）보다 30cm 까지 밖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부엌칼이나 가위 등은 종이나 천으로 싸서
지정봉투에 넣은 다음 「注意」(주의)라고 써
붙여주세요.

★스프레이 캔,
버려주세요.

부탄캔은

금속

쓰레기로

플라스틱 포장용기

주 1회

왼쪽의 마크가 있는 쓰레기

★내용물을

다

비워주세요.

더러워진

부분은

물로

헹구어 주세요.
★안

씻어지는

쓰레기는

그대로

태우는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종이 포장용기

매달 2 회
왼쪽의 마크가 있는 쓰레기

★내용물을 다 비워주세요.
★아이스크림 용기 등은 물로 헹구어 주세요. 환경을
위해 설거지 물을 이용하세요.

헌종이・헌 옷
【신문지】
4등분으로 접어서 모은 다음
십자 형태로 묶어주세요.
【잡지・카탈로그】
모아서 십자 형태로 묶어주세요.
작은 종이는 접어서 잡지 사이에
끼워 넣어주세요.
【종이팩】（내부가 하얀색）
물로 헹구어서 점선대로 찢어 말린
후 십자 형태로 묶어주세요.

매달 2 회
【골판지】
접어서
묶어주세요.

십자

형태로

【헌 옷】
헌옷(古着)라고 적은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주세요.
【파쇄한 헌종이】
파쇄한 헌종이(シュレッダー)라고
적은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주세요.

자세한 헌 종이, 헌옷을 버리는 방법은 2018년 4월 이후 발행된 자원과 쓰레기 분리 방법, 버리는 법 17P을 확인해주세요.

캔・병・페트병

항상

버리는 방법：재활용 수거장（슈퍼마켓 혹은 공민관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료수, 음식물이 들어있던 것만 수거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주위에 소음공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캔（식품용）

왼쪽의 마크가 있는 쓰레기

★물로 헹구어 주세요.
★씻겨지지 않는 캔이나 기름기가 있는 캔은 금속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병（식품용）

★뚜껑을 벗기고 물로 헹구어 주세요.

★컵이나
천으로

도자기,
싼

후

깨진

병은

태우는

종이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페트병（식품용）
）

왼쪽의 마크가 있는 쓰레기
このマークが目印です。

★뚜껑과 라벨을 벗기고 물로 헹구어 주세요.
★뚜껑과 라벨은 플라스틱 포장용기로 버려주세요.

대형 쓰레기
대형 쓰레기란？⇒지정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쓰레기
지정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도 해체, 분해해서 봉투에 넣으면 「태우는 쓰레기」, 「금속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는 방법：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① 신청하기
전화나 메일로 수거를
신청합니다.
수거 장소와 수거 날짜를

【전화로 신청】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TEL ２７－１５７０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８：３０ ～ １７：００

담당자와 상의해
결정합니다.

【메일로 신청】
메일주소 recycle@city.matsue.lg.jp
① 제목에 수거 희망「収集希望」을 적어주세요.
② 본문에 주소, 이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쓰레기 종류를 적어주세요.

②대형 쓰레기 버리기
수거 날짜에 맞춰서
종이에「市役所連絡済」와

★대형 쓰레기 처리 센터에서 전화로 쓰레기의
종류와 수거 날짜를 확인하는 전화를 드립니다.
또한 시기적으로（오봉 연휴, 연말 연시, 연도

자신의 이름을 적어 지정된

말）에는

수거

신청이

몰릴

수도

장소에 버려주세요.

여유롭게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있으니

대형 쓰레기로 수거되지 않는 것
★크기：２００cm×１００cm×８０cm 를 넘는 물건
★무게：성인 ２명이 들 수 없는 물건 (약 ５０kg）
★가전제품 재활용법 대상인 물건（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에어컨）
※4월 1일부터 대형 쓰레기 1개 당 750엔의 처리 수수료권이 필요합니다.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권의 판매점에 대해서는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로 신청하실 때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 쓰레기 자가 반입

평일 접수

★쓰레기 자가 반입이란?⇒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스스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 허가 업자에게 의뢰해주세요.
(이러한 경우 처리 수수료와 별도의 수집 운반 요금이 필요합니다)
마쓰에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입 장소】(반입 가능한 쓰레기 종류)
일반 가정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쓰레기
●에코그린 마쓰에(エコクリーン松江)
가 시마 초 가미코우 부

주소: 鹿 島 町 上 講 武1699-1 ☎82-9625
타는 쓰레기, 금속, 대형 쓰레기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매달 둘째 주 일요일(12월은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９：００～１６：００
미 호노세키 초 치 쿠미

●미호노세키 불연물 처리장（美 保 関 町 千 酌 1307-1）
신 지 초 히가시키마치

신지 리사이클 센터（宍道町 東 来 待 974-1）
대형 쓰레기
【접수 시간】
월요일과 금요일（공휴일 제외）
９：００～１１：３０ 1３：００～１６：００
수요일（공휴일 제외） ９：００～１１：３０
●처리 수수료
５０kg（끝수는 올림으로 계산）당 ５００엔
５０kg을 초과하는 경우 １０kg당 ８０엔
●반입 가능한 쓰레기 크기
가구

등은

높이２５０cm×길이１００cm×폭１００cm이하
정원수 나무 등은 높이２５０cm×직경 혹은 두께１５cm이하
【자가 반입할 수 없는 물건】
재활용 대상 가전제품,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자동차 리사이클 대상물, 재활용 대상 이륜차, 재활용
대상 선박, 건축업자가 버린 건축폐자재, 돌, 모래, 약품, 사업자가 버린 쓰레기
※창고 등의 건축물 해체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체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싣고 온 쓰레기는 직접 내립니다.
★쓰레기의 종류(태우는 쓰레기, 금속, 대형 쓰레기)에 따라 하역 장소가 다릅니다. 내리기 쉽도록 미리
종류별로 나눠 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