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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는쓰레기（부엌쓰레기. 종이기저귀, 식목<두께 10cm미만> 
등）（주 2회 수거하러 옵니다） 

2.용기플라스틱류(PET병 뚜껑, 플라 마크가 있는 
것）（주 1회） 

3.자원물 1  병, 신문지, 골판지, 종이팩, 천류(2주 1회) 
4.자원물 2 음료용 깡통, PET병, 잡지, 종이류 

(2주에 1회 수거하러 옵니다) 
5.용기포장 이외의 플라스틱류 플라스틱제의 장난감, 
폴리양동이,세면기, 비디오테이프, CD 등 (2주에 1회) 

6.타지않는 쓰레기・대형쓰레기 
타지않는 쓰레기, 유해쓰레기  소형가전, 형광등, 도기류, 
거울, 냄비, 후라이팬, 음료용 이외의 깡통(통조림깡통, 분유 
깡통, 센베이깡통, １두깡통, 스프레이 깡통 등 (2주에 1회) 

 대형쓰레기  대형가전, 대형가구, 자전거 등( 2주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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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 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매너 제 1보 

「쓰레리 버리는 방법 」 
・・・후지미노시에서는 4월부터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바뀝니다. 

 

①쓰레기로 여겨지는 것은 매일 아침 8시까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8시 이후는 가져가지 않아 남게 되는 것이 나옵니 
다. 이러한 쓰레기는 내용을 체크해 버린 집에 돌려 보내 
주의하는 일도 있습니다 

②쓰레기 나누는 방법(분별)이나 회수하는 날에 수거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등, 내용이 
가지각색이오니 분별 방식에 따르도록 합시다. 
③타는쓰레기 버리는 날에는 넷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에 의해 흩어져 
지저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넷트안에 넣도록 합시다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 클레임이 
많은 3가지 

쓰레기는 이렇게 
 나누어 버립시다 

후지미노시의 평성 21년도 새 쓰레기분별수거구분 

 
 

● 평성 20년까지 자원물 
① 병 ② PET병 
③고지류(신문, 잡지, 종이류, 
골판지, 종이팩, 천류 등) 
④깡통 

● 평성 21년도부터 ３분류 

<자원물１>①병 ②신문지 
③골판지④종이팩⑤천 

<타지않는쓰레기,유해쓰레기>
새로 추가 되는 것⇒음료 
이외의 깡통（통조림깡통, 분 
유깡통, 센베이깡통, 1 두깡통,  
스프레이 깡통 등） 

<자원물 2>①음료깡통（전용
수거넷트에 넣을것）  
②PET병 ③잡지・종이류 

   （답・쓰레기봉투는 넷트 안에, 캔이나 플라스

틱용기는 수거일에 버립시다） 

도시 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문 

제입니다. 일본인, 외국적시민에게 한정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룰을 확실히 지켜 쾌적한 환경 

구조에 협력해 나갑시다. 특히 외국인이니까 

그렇다 라는 말을 듣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문제 > 위 사진에서 쓰레기 버리는 매너로 적 

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韓 国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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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20 년도까지는 1 구분이었던「자원물」이 2 구분 (깡통의 일부를 제외)이 되 수집일도 

다릅니다. 지금까지도「타는 쓰레기」안에는 약 6 할의「종이」「천류」가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원으로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소중히 취급합시다. 

●자원물・・・①평성 21년도부터 자원물은「자원물 1」과「자원물 2」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고지류라고 하는 구분(명칭)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품목（신문지, 골판지, 

잡지, 종이류・・・）별로 설정합니다. 또한 「잡지・종이류」만「자원물 2」로 변경합니다. 

 

②지금까지「자원물」에 속한「깡통」은「자원물 2」와「타지않는 쓰레기・유해쓰레기」로 

나누어 버립니다. 「자원물 2」의 깡통은「음료용 깡통（알루미늄깡통, 스프레이깡통）」만 

을 대상으로 합니다. 깡통은 안을 헹구고 알루미늄 깡통은 찌뿌러트리고 스틸은 그대로 

전용수집넷트에 넣어 주십시오.「타지않는 쓰레기・유해쓰레기」에 속하는 음료용 이외의 

깡통（통조림깡통, 쿠키 깡통, 스프레이 깡통, 도료 깡통）은 내용물을 버리고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에 넣어 버려 주십시오. 

●용기포장플라스틱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발포스틸, 발포트레이, PET병 

뚜껑, 라벨, 컵라면 등의 용기, 과자 봉투, 마요네즈 튜브, 계란팩, 레지봉투 등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수거횟수는 주 1회 시 전지역입니다. 

●용기포장이외의 플라스틱류 ・ ・ ・ 이 분류에 속하는 것은 플라제의 폴리양동이, 

폴리탱크,자,옷걸이, 장난감, 칫솔, 볼펜, 의상케이스, 튜브. 비디오테이프, CD등.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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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흙과 친해질 기회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흙을 

접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회에서는, 

금년은 이러한 목적으로 새로운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아이랑 같이 일본의 농업을 체험하자! 

♦♦내용 감자 옮겨심기부터 수확까지를 체험 

합니다. 

♦♦기간 3월부터 8월 

♦♦조건 월 1 회 이상, 밭 손질에 참가할 수 

있는 분    

♦♦참가비  １가족 3000 엔 

♦♦신청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회 

♦♦정원   15쌍  ♦♦마감  3월 20일 

♦♦전화. 메일  ２５６－４２９０ 

               oya@hansokuya.com 

 
4월부터 후지미노시에서 시작되는 쓰레기수거 변경의 포인트（앞페이지 참조） 

● 잡지・종이류라는 것은⇒잡지, 카탈로그, 봉투, 종이봉투, 종이상자, 포장지,  작은 종이 등 

 
 
 

외국적시민에게도 정액급부금 지급 예정 

현재 시·구·마치·무라에서는 외국인등 

록을 한 분을 주민으로 파악해 주민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은 

여러분의 주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살고 있는 시·구·마치·무라 사무소에 

서 올바른 외국인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 

 16 세 미만인 분은 함께 살고 있는 친족 분 

등이 대신하여 수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시·구·마치·무라 사무소에 질문해 

주세요 

 덧붙여 현재 일본 정부는 정액 급부금의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액 

급부금은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분(단기 체재 

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사람, 불법 체재자를 제외) 

도 대상이 되어 시·구·마치 

·무라에서 급부되는 것입니다. 

 
 

아이랑 같이  일본의 농업을  체험！！ 

★각 국어로 번역된 「쓰레기 분별 수거 포스터」는 4월부터 야큐쇼나 센터에 있으니 기다려 주세요 

韓 国 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