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메이커의 재활용 접수처에 신청 해주십시오. 

(주 : 일반 폐기물 협동 조합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3R 추진협회 

※ 일부 컴퓨터에 대해서는 소형 가전 회수 박스에 배출 할 수 있습니다. 

☎03-5282-7685  https://www.pc3r.jp 

폐기 이륜차 취급점 또는 이륜차 재활용 콜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05-3000-0727  https://www.jarc.or.jp/motorcycle/ 

주 : 원동기(모터)부착 자전거는 시의 대형 쓰레기로는 

접수 할 수 없습니다. 
 

판매점에 설치되어있는 수거함을 이용해주십시오. 

이 마크가있는 전매점에서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소형 가전 회수함에 배출도 가능합니다.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물품 

PC 리사이클법 대상상품 

오토바이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용) 

휴대전화, PHS 등 

소화기  

FRP 선박 

판매 업체에 문의하거나 FRP 선박 리사이클 센터 

이사, 대청소 등으로인해  다량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남부 청소 공장 (가연 쓰레기) 북부 청소 공장 (가연 
쓰레기 · 대형 쓰레기) 또는 니시우라 자원 리사이클 시설 
(불연 쓰레기 · 대형 쓰레기)에 운반하거나 쓰레기 처리 
허가업자 (유료)에게 의뢰하십시오. 

★유독성 약품, 농약이나 그 용기 

★휘발유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유 ★도료류 ★개스 실린더 

 ★기타 처리 불가능한 물품 

판매 점포나 제조 업체 등과 상담하여 주십시오. 

☆스프링 매트리스 ☆태양열 온수기 

☆피아노, 올갠등(전자식을 포함） 

☆해체하지 않은 건설설비 (대형 플라스틱등) 

☆강화플라스틱제 스포츠용품（트레이닝 머신등） 

☆범퍼,에어로,파츠 등（ABS 수지및 PP 제질의 

상품) 

판매점포나 제조업체 등에 문의하거나, 아래 처리업자

에게 의뢰하십시오. 

○ 일반폐기물 처분업 허가업자 (제 1006 호) 

㈱야마우치(ヤマウチ) ☎047-490-5338 

상점, 사무실, 음식점 등에서  사업 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는 사업자의 자체 처리가 원칙입니다. 

시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소 공장에 자가 

반입하거나 쓰레기처리 허가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모두 유료) 

참고로 시에서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형쓰레기 수거 신청시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047-457-4153 

월~금 9:00~16:00 (공휴일 휴무) 

E 메일은 후나 바시시 홈 페이지에서 

문의처 

북부청소공장   주소 大神保町 1360-1  ☎047-457-5341 

월~토 9:00~12:00 13:00~17:00 

남부청소공장   주소 潮見町 38        ☎047-437-5300 

월~토 9:00~11:30 13:00~16:00 

니시우라 자원리사이클 시설   주소 西浦 1-4-2       ☎047-401-9811 

월~토 9:00~12:00 13:00~17:00 

지역에 따라 주간수거 지구와 야간수거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식 ·플라스마식 ·액정식 )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의  류건조기  

① 교체 하려고 하는 경우… 

「교체상품을 구입하려는 판매점」에 의뢰한다. (인수 의무가 있습니다.) 

② 구입 한 점포가 있다면… 

「구입 한 판매점 」에 의뢰한다. (인수 의무가 있습니다.) 

③ 구입 한 가게가 근처에 없거나 알 수없는 경우… 

「가까운 판매점」에 상담한다. (취급하는 상점도 있습니다.) 

④ 판매점을 알 수 없으면… 

「쓰레기 처리 허가업자 (일반 폐기물 협동 조합)」에 의뢰한다. 

⑤ 판매점이나 쓰레기 처리 허가 업체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 

우체국에서 리사이클권을 구입후 「메이커  지정 인수장소」에 직접 운반한다. 

(재활용 요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업체 지정 인수 장소 (후나바시 시내)  

마루카네 게이요(丸全京葉)물류(주)   시오미쵸 19-4  ☎047-431-4880 

자세한 내용은 가전 리사이클권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0120-319640 

주간 수거지역은 오전 8 시 

30 분까지 버려 주십시오. 

데스크탑형 PC, 노트북형 PC, CRT 형 모니터,  
액정형 모니터 

※ 지역에 따라 수집 시간대 (주간 · 야간)가 다르므로 ✔ 표시를 기입하십시수집은 위의 시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수집 시간이 다릅니다. 

소방설비 취급점 또는 (주) 소화기 리사이클 
추진센터에 문의하십시오.  ☎03-5829-6773 

오전 8 시 30 분까지 배출하여 

주십시오. 

야간 수거지역은 오후 7:30 

시까지 버려 주십시오. 

 

일시다량배출쓰레기 

시에서는 처리 할 수 없는 품목 

재활용쓰레기(공병, 캔)와 

페트병은 수거일이 

같습니다만,별도시간대에 

순차 수거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장 쓰레기 

오전 8 시 30 분까지 배출하여 
주십시오. 

시에서는 수거할수 없는 쓰레기의 의뢰 

일반폐기물 협동조함(쓰레기처리허가업자) 

☎047-440-6601 

오전 8 시 30 분까지 배출하여 

주십시오.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게임기 HDD 레코더 전화기 팩스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 

IC 레코더 전자서작 단말 
네비게이션(자동차용품) 

USB 메모리 

하드 디스크 
보청기 계산기, 전자사전 

헤어 아이론 헤어 드라이어 전동 치솔 

전기 면도기 

전기 이발기 라디오 

헤드폰, 이어폰 시계 회중전등 전자 부속품 (AC 어댑터 · 코드류 · 충전기 · 리모콘 등) 

전자혈압계 

전자체온계 

소형 가전 리사이클이  
회수 장소  

〇시청 본청사  

○후나바시역 종합창구 센 
【페이스 빌딩 5 층】  

○하마초 공민관○세이부공민관 

○카츠시카 공민관○츠보이공민관 

○호덴 공민관○야기가야공민관 

○타카네다이 공민관○신타카네공민관 

○나츠미 공민관 

○야쿠엔다이 공민관 

○미타 공민관  

○미야모토 공민관 

○토부 공민관 
○에비가사쿠 공민관 

○홐부 공민관 
○히가시 도서관 
○키타 도서관 

○홐부청소 공장 

회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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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생 활  쓰 레 기  폐 기 방 법  

쓰 레 기  배 출  방 법 과  수 거 일 에  관 한  문 의 는  후 나 바 시 시  외 국 인  

종 합 상 담 창 구 로  해 주 세 요 . ( 전 화 :  0 5 0 - 3 1 0 1 - 3 4 9 5 )  

가연쓰레기 

월 1 회 

주 1 회 

주 1 회 

유료수거, 전화신청 

연말 연시 이외의 축일은 정상적으로 수집합니다. 

요일 
번째 

요일 매주 

불연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페트병 

유가물(有価物)  

대형쓰레기 

요일 매주 

주 2 회  

휴대전화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재활용 제도 등으로 회수하는 쓰레기 

 

노트북 컴퓨터 

●시에서는 처리 할 수 없는 품목 

 ★오물, 슬거지★내화금고★욕조★타이어 ★배터리 ★

서프 보드★콘크리트 ★블록 ★대형 목재  

★자동차 부품 ★루프 박스 ★볼링공 

판매점 또는 제조업체, 일반폐기물 협동조합에 문의해 

주십시오. 

☆스프링 매트리스 ☆태양열 온수기 

☆피아노, 올갠등(전자식을 포함） 

☆해체하지 않은 건설설비 (대형 플라스틱등) 

☆강화플라스틱제 스포츠용품（트레이닝 머신등） 

☆범퍼,에어로,파츠 등（ABS 수지및 PP 제질의 상품) 

판매점포나 제조업체 등에 문의하거나, 아래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 일반폐기물 처분업 허가업자 (제 1006 호) 

㈱야마우치(ヤマウチ) ☎047-490-5338 

★유독성 약품, 농약이나 그 용기 

★휘발유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유 ★도료류 ★개스 실린더 

판매점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택 의료폐기물 

날카로운 물건(주사바늘, 주사기, 바늘이 달린 튜브 등)→내관통성 

용기(두꺼운 플라스틱 등)에 넣어 재택의사, 방문간호사 또는 

조제약국 등에 반환해 주십시오. 

혈액이 묻은 정맥주사용품・수혈 라인세트・약품종류→의료기관 또는 

조제약국에 반환해 주십시오. (정맥 주사용품・수혈 라인세트 등은 

의료기관이나 조제약국에서 반환을 받는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장 쓰레기 

상점, 사무실, 음식점 등에서  사업 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는 

사업자의 자체 처리가 원칙입니다. 

시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소 공장에 자가 반입하거나 

쓰레기처리 허가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모두 유료) 

참고로 시에서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클린 추진과  ☎047-436-2434 
북부청소공장   주소 大神保町 1360-1    ☎047-457-5341 

월~토 9:00~12:00 13:00~17:00 
남부청소공장   주소 潮見町 38     ☎047-437-5300 

월~토 9:00~11:30 13:00~16:00 
니시우라 자원리사이클 시설   주소 西浦 1-4-2       ☎047-401-9811 

월~토 9:00~12:00 13:00~17:00 

■시에서는 수거할수 없는 쓰레기의 의뢰 

일반폐기물 협동조함(쓰레기처리허가업자) ☎047-440-6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