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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시(회수는 

2 종류） 

 

①유료…먼저 전화나 전자신청으로 신청합니다. １번에 ６점까지. 

요금은 종류에 따라 변합니다.    

②유료…환경센터에 스스로 갖고 가는 방법。갖고가는 당일에 

시야쿠쇼 환경과에 신청합니다.요금은 총중량 20kg 까지 

2５０엔。２０kg 넘을 때마다 ２５０엔씩 가산됩니다.                                   

후지미노시 
1 회 2 점까지 

현재는 무료로 회수합니다.  

정해진 장소、요일、시간에 내어놓으세요.  미요시마치 
1 회 1 점까지 

 

 

●법율로 리싸이클이 정해진 것 ･･･에어콘・TV・냉장고、세탁기・컴퓨터등 

●위험한 것 、해로운 것 ・・・가솔린・농약・가스봄베・극약 등 

●처리가 안되는 것 ・・・시멘트블록・밧데리・자동차、오토바이용품・통나무나 나무뿌리・

건축폐자재・오토바이등。블록、흙、돌등은 전문업자에 의뢰하게 됩니다. 상세는 각야쿠쇼의 

환경과에 문의해 주세요.  

★후지미시환경과 （049―251-2711） ★후지미노시환경과 （049―262-9022）  

★미요시마치 환경과（049―258-0019） 

 큰 쓰레기 취급은 각 시/쵸에 따라 다릅니다 

년말 대청소、이사나 새로 가구를 구입했을 때등 자주 나오는 큰 불용품。룰에  
따르지않고 버리면 범죄가 됩니다. 바르게 버리는 방법、어떤 물건이면    
큰 쓰레기로서 회수해 주는지등、큰 쓰레기 처리방법에 익숙해집시다.  

큰쓰레기 쓰레기 

어떤 물건이 큰 쓰레기가 되는가？… 
 
큰 쓰레기는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략 길이가 30 cm 이상 연소가능 한 것 、50 cm 이상의 

불연소 물건、혹은 18 리터 캔（24cm×24cm×35 cm）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크기뿐만 아니라 회수가 안되는 것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대형가전제품 가스렌지（전지는 뺌） ・ 선풍기 ・ 오일히터 ・ 전자렌지 ・ 청소기 ・
대형건강기기・비데오・석유스토브（완전히 석유와 전지를 뺌）등 

대형가구 옷장・침대・의자・소파・컴퓨터책상・앉은의자, 카페트・폴리탱크・
목욕탕덮개・의상케이스・카펫 등 

기타 건조대・이불・베이비카・스포츠용품・식목・판・목편등 

자전거（회수가능하나 、반드시「불용품」이라고 쓴 것을 붙입시다. 
안 붙인 것은 、직접소〔모으는 곳〕에 내어 놓아도 안갖고 갑니다.   

큰 쓰레기는 어떻게 내어놓으면 좋은지? 

이런 것은 큰 쓰레기로 내어 놓을 수 없습니다. 

불법투기는  
범죄입니다  



◆◆◆◆◆◆◆◆◆◆◆◆◆◆◆◆◆◆◆◆INFORMATION◆◆◆◆◆◆◆◆◆◆◆◆◆◆◆◆◆◆◆◆ 

 ◆◆ 7 ◆◆ 

韓国語 

  

 

１／１２(목) 가끼조메체험 
일본어교실종료후 11 시부터 

 

서도는 한자문화권의 멋진 예술입니다. 

신년을 맞아 FICEC 의 일본어교실에서는  

일본인의 습관으로 붓으로 문자를 쓰는 

가끼조매를 실시합니다. 보통 붓으로 

문자를 쓰는습관이 없는 위국인에게는 

귀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１월 2 일에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죠메」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  

가끼조메」도 문자를 처음 쓴다는 의미로 

대단히 중요한 신년행사가 되었습니다.  

 

１２／２２(목) 소바만들기 체험 
일본어교실종료후 11 시부터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소바만들기 체험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일본인은 12 월 31 일에 도시고시소바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바에는 재난을 없애고 

장수를 바라고、돈이 모이는다는등 여러가지 

얘기들이 전해져 와서 우리들도 건강하게 

일본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소원을 담아서 

소바만들기를 매년 해 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바만들기 체험」에 

꼭 오세요. 무료입니다.  

 

 

  

인플루엔자나 노로바이러스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작년의 4 배의 

스피드로 환자가 늘고있다고 합니다. 사이타마현은 전국에서 3 번째로 늘고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급한 고열、심한 오한 、두통、목아픔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 

는 겨울이 되면 감염자가 증가하는 골치아픈 병으로 굴등의 조개류를 덜 익혀서 먹으면 잘 

일어나는 병입니다. 증상은 심한 구토와 설사、복통등이 일어나므로 바로 병원에 가기를 

권유합니다. 위의 두가지에 유효한 대책은 철저히 손을 씻는 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굴이나 아사리등 조개는 생식은 피합시다.  

먹을 때는 85～90 도에서 2 분이상 가열합시다. 

◆인플루엔자・・・우선 예방주사를 권합니다. 어른은 １회 、어린이는 ２회 

주사를 맞습니다. 어른은 3000 엔정도。요금은 병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감염확대를 막기위해 마스크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에다 손을 대고 하는등 매너를 지킵시다.  

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는 예방주사와 손씻기로 철저히 방어합시다.  

①기회있을 때마다 비누로 정성껏 씻는다 ②흐르는 물에 헹군다 ③잘 닦고 말린다,   

12 월,1 월 FICEC 즐거운 행사 

년말연시 12/29(목)～1/3(화)FICEC 은 휴무입니다. 주의하세요 

대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