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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P1쓰레기 분류

P2후지시의 쓰레기 버리는 방법 ・ 지정봉투

P3.4타는 쓰레기

P5.6플라스틱제 용기포장

P7.8폐지류

P9.10의류・이불류

P11～13매립 등

P14캔・금속류

P15패트병

P16병

P17가전 리사이클 대상 품목의 버리는 방법

P18오토바이의 리사이클

P19PC의 처분 방법에 대해

P20.21신환경 클린센터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 수거할 수 없는 것

1. 

2. 

신환경 클린센터에 반입할 쓰레기의 내용을 알린다.☎0545-35-0081

토요일과 연말연시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시 웹사이트 또는 예약 전용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0545-30-6636

집적소에 배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류한다.

가연성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는다.

캔, 플라스틱 용기포장, 의류는 자원 전용봉투에 넣는다.

3. 입구 검량소에서 IC카드를 받고 검량한다.

4. 가연성 쓰레기와 자원은 자원 수거동의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잔가지는 플랫폼(1층)에 내려놓는다.

하역 및 지정 장소로의 운반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쓰레기양이 많거나 무거운 쓰레기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인과 함께 방문해 주세요.

5. 출구 검량소에서 검량하고 IC카드를 반납한다.

타인이나 후지시 이외 지역의 쓰레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쓰레기를 버린 본인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을 위해서, 후지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공과금 납부 서류 등)

반입할 수 있는 차량은 2t 이하, 총 길이 4.7m 이하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체는 신환경 클린센터의 소동물 전용 소각로에서 화장합니다.

반입하기 전에 신환경 클린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유골, 화장하고 남은 재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체 1구에 2,090엔(세금 포함)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돌, 흙, 모래 직접 처리하거나 조경업자 등과 상의하세요.

판매점이나 (주)소화기 재활용 추진센터에 문의하세요.

1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화기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냉난방기

오토바이・원동기오토바이

시에서는 불법 투기 감시순찰대나 직원을 통해 불법 투기의 조기발견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를발견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주의 사항

불법 투기 금지

불법 투기를 발견하신 경우 신고해 주세요.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반입 방법

동물 사체의 화장에 대해서

富士市
ふじし

わ か た べ んりちょう

ごみの分け方便利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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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종류별로 확인하기

주 2회

타는 쓰레기

패트병

지역의 쓰레기 배출일은 "쓰레기 달력"에서 확인하세요.

달력이 없으신 분은 후지시청 폐기물 대책과에 문의하세요.

후지시청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의심되는사람이 사용한 마스크나 휴지는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쓰레기 분리 앱 <San-Aru>

을 이용해 보세요.

섞으면 쓰레기, 나누면 자원

他

AppStoreGoogle play

쓰레기  분류

주 1회（예약 필요） 월 1회

월 1회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매립 등

폐지류

기타

병

캔・금속류

의류・이불류

잔가지

쓰레기는 수거 당일 아침 8시 30분까지 배출해 주세요.

공휴일에도 수거합니다. (일요일, 연말연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타는 쓰레기・캔・플라스틱제 용기포장・그 외의 종이・의류의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지정봉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 지정봉투의 크기는 45리터(대), 30리터(중), 15리터(소)의 3 종류입니다.

쓰레기를 신환경 클린센터로 직접 가져가는 경우에도 지정 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지정봉투는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와「자원물 전용봉투」의 2 종류이며, 

슈퍼나 홈 센터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맨션 건물에 자체 룰이 있는 경우는 그 규칙에 따르세요.

연말연시 수거 일정은 「홍보 후지」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후지시의 쓰레기 버리는 방법

지정봉투

다른 지역의 지정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자원물 전용봉투

자원물 전용봉투로 버리는 것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그 외의 종이

캔　의류

日本語 A-1                       

 ・ごみは、収集当日の朝 8 時 30 分まで出してください。 

・祝日も収集します。（日曜日、年末年始は収集しません。） 

・年末年始の予定は「広報ふじ」や市のウェブサイトで確認してください。 

・ごみ分別アプリ「さんあ～る」をご利用ください。 

燃えるごみ：火曜日、金曜日 

●富士市指定「燃えるごみ専用袋」に入れて、週 2 回燃えるごみ集積所に出す。 

●生ごみをできるだけ濡らさないでください。 

生ごみ ゴム類 
プラスチック製品 

（プラマークのついていないもの） 

 

油や塗料などで汚れた紙、布、 

ティッシュペーパー 

プラスチック製容器包装：水曜日 

●富士市指定「資源物専用袋」に入れて、週 1 回資源物集積所へ出す。 

●商品が入っていた容器や袋で、プラスチック製のものが対象です。 

このマークがついてい

るものが目印です。 

ボトル類、ポリ袋・外装フィルム、カップ・パック類、トレイ類、緩衝材類、キャップ類 

古紙：第 3 土曜日（資源物集積所） 

資源物・埋立ごみ：月曜日（資源物集積所） 

衣類・ふとん類：第 2 週 

かん・金属類：第 1 週 

びん・ペットボトル：第 3 週 

埋立等：第 4 週 

●新聞紙 

（折込チラシを含む） 

●雑誌（図書、ノート、 

単行本、百科事典を含む） 
●ダンボール 

●紙パック（洗って開いて出してください） 
内側がアルミ加工されているものはその他の紙へ） 

・
・
・
・
・
・
・
・
・・

・
・
・
・
 

●その他の紙 

その他の紙とは、新聞、雑誌、ダンボール、紙パックではない、紙箱

やはがきなどの古紙類です。次のどれかの方法で出すことができます。 

・包装紙などで包みしばる。 

・紙袋に入れてしばる 。 

・資源物袋に入れる。 

種類別に分けて紙ひもでしばって出す 

・
・
・
・
・
・
・
・
・・

・
・
・
・
 

●衣類 

衣類や布類、くつ類、小物類の種類ごとに富士市指定「資源物専用袋」に入れて、口をしばって出す。衣類はまちづ

くりセンター等の公共施設に設置している衣類回収ボックスに出すこともできます。 

洗濯をして、乾かしてから出してください。 

●ふとん類 

ふとん・毛布類はひもでしばってそのまま出す。 

ふとんや毛布は、まちづくりセンター等の回収ボックスには出せません。 

雨の日は出さないでください。 

（出すときに雨が降っていたら出せません） 

●かん 

かんは中を洗いきれいにしてから、富士市指定「資源物専用袋」に入れて出す。 

リサイクルができなくなるので、かんはつぶさないでください。 

飲料かん（アルミ・スチール）  缶詰かん  4 リットル未満のかん 

・
・
・
・
・
・
・
・
・・

・
・
・
・
 

●金属類 

金属は袋に入れずそのまま出す。燃料を抜いて乾電池をはずす。 

 4 リットル以上のかん     8 割以上が金属でできているもの（電子レンジなど） 

自転車 

自転車を買った店で、防犯登録を解除

してから出してください。 

●びん 

月 1 回の回収日の朝に、集積所に置かれたコンテナに入れてください。 

ビニール袋などに入れたままコンテナに入れないでください。 

【出す前】 

①キャップを外す。 

②中身を洗う。 

●ペットボトル 

月 1 回の回収日の朝に、集積所に置かれた回収ネットに入れてください。 

ビニール袋など入れず、ペットボトルだけ入れてください 

ラベルとキャップはプラスチック製容器包装へ 

【出す前】 

①キャップ、ラベルをはずす 

②中を洗い、水をよく切る 

③軽く踏んでつぶす 

以下のものは 

びんの日に回収できません！ 

乳白色びん、ガラス製品、板ガラ

ス、蛍光管、せともの、割れびん、

コップ 

●埋立 

割れびん、刃物、電球などは紙で包

み、中身を書いて、透明な袋に入れてく

ださい。 

●小型家電 

8 割以上が金属でできているものは、

かん・金属の日に出します。 

●スプレー缶 

中身を空にし、穴をあけず

に、無色透明の袋に入れ

て出してください。 

●蛍光管 

割れていない蛍光管は紙で包

むか、買ったときの箱などに

入れて出してください。 

●使い捨てライター 

中身を空にし、無色透

明の袋に入れて出して

ください。 

●乾電池 

集積所に備えつけの赤い

缶に、電池だけ入れてくだ

さい。 

●粗大（家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乾電池 
問合せ先：市役所 廃棄物対策課    ka-haikibutu@div.city.fuji.shizuoka.jp 

テレビ、冷蔵庫、冷凍庫、洗濯機、衣類乾燥機、エアコン、バイクな

どは市では集めません！ 

問合せ先： 

①テレビ、冷蔵庫、冷凍庫、洗濯機、 

衣類乾燥機、エアコン      

→https://www.rkc.aeha.or.jp/     

②バイク→https://www.jarc.or.jp/motorcycle/      ①           ② 

パソコンの処分方法について 

地区の集積所での回収は行いませんのでご注

意ください。新環境クリーンセンターへの持込す

るなら、無料で引取りをします。  

処分したい PC メーカーに処分を依頼することも

できます。 

新環境クリーンセンターへのごみの持ち込みについて 

新環境クリーンセンターでは、家庭から出たごみで、市で回収しているも

の（古紙は除く）を無料で受け入れます。 

住所 富士市大淵６７６ 

受入時間 月～金曜日（祝日：要予約） 8:30～12:00  13:00～16:00  

土曜日（要予約） 8:30～11:00 

１、新環境クリーンセンターに持ち込むごみの内容を連絡する。 

２、集積所に出すときと同じように分別する。 

３、入口の検量所で IC カードを受け取り、検量する。 

４、燃えるごみと資源物は資源回収棟の指定の場所に降ろす。 

Ａｎｄｒｏｉｄ        ｉｏｓ 

「さんあ～る」 

壊れたものは燃えるごみへ 

80% 

♦ 富士市のごみ出し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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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류

플라스틱 제품

음식물쓰레기

타는 쓰레기

레지봉투도, 음식물쓰레기등을 담는 작은 봉투로서 이용은 

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한 한 젖지 않도록 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의 약 8할은 수분입니다」물을 짜 주세요. 

(음식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짜기를)

크기가 큰 타는 쓰레기는, 50 cm이하로 잘라 버려 주세요.

면적이 큰 것은 50cm×50cm 이하로 자른다.

직경이 굵은 것은 직경 10cm 이하로 만든다.

자를 수 없는 경우에는 신환경 클린센터(0545-35-0081)와 상의한다.

목제 가구는 해체하지 않고 매립 쓰레기 배출일에 내놓을 수 있다.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종이 등에 싸든지, 앞부분을 짧게 꺾어, 

테이프등으로 묶어서 봉투에 넣어 주세요

융단・카페트는, 6 ～ 8 등분 정도의 크기로 잘라, 지정봉투에 넣어 

버리든지, 끈으로 묶어 버린다. 

전기 카페트는 매립 쓰레기에

폐지류플라스틱제 용기포장 패트병 의류・이불류 잔가지 일회용 라이터

버리는 방법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자원물이 안 되는 종이・천종류

융단, 카페트 등 크기가 큰 타는 쓰레기

목재·목제품

대꼬치

기름이나 도료등에서 더러워진 종이, 천종류

더러워져 냄새가 심한 헌 옷　화장지

종이 기저귀　다리미용 프린트지

후지시 지정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주 2회 타는

 쓰레기 집적소에 버린다.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이외의 봉투(레지봉투·투명봉투등)

은 버리지 말아 주세요.

플라스틱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것

큰 것은, 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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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틀류 컵・팩류비닐봉지, 외장 필름

트레이류 완충재류 캡류

플라스틱 제품이나 화확원료 등에 리사이클합니다

상품이 들어가 있던 용기나 봉투이며, 플라스틱제의 것이 대상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은 타는 쓰레기에 버려 

주세요

내용물을 비워 필요하면 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은 타는 

쓰레기에 버려 주세요)

 ※ 더러움의 기준으로서 지정봉투에 넣었을 때에, 다른 것으로 옮기지 않는 정도이면

 문제 없습니다.

이 마크(플라스틱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발포스티롤 등은 그대로 버려 주세요.

버리는 방법

내놓기 전에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플라스틱 상품 그 자체(카세트 테이프나 장난감등)

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페트병 본체는 페트병 내는 날에 구겨서 배출해 주세요.

단, 라벨과 뚜껑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내는 날에 배출해 주세요.

대상물에 씰이 붙어있어 떼기 어려운 경우는, 그대로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버려 주세요.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발포스티롤 등은 그대로 버려 주세요.

샴프, 린스, 세제등의 용기 야채, 소바, 우동, 빵, 과자등의 봉투

레지봉투

페트병 라벨

컵라면, 푸딩, 편의점 도시락등의 용기

달걀, 두부, 칫솔등의 팩

과일, 야채, 고기등의 트레이 가전제품을 보호하고 있는 

발포스티롤 등

패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등의 

뚜껑

주의 사항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후지시 지정 「자원물 전용봉투」에 넣고, 주 1회 자원물 집적소에 

버린다.

이 마크(플라스틱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7 8

신문지 잡지

골판지 종이 팩

시의 회수(집적소)

집적소에 배출된 폐지량에 따라, 지역에 보장금이 나옵니다. 집적소에서의 폐지

배출에 협력해 주세요.

시에서 수거할 때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약간 붙어있는 폐지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집단 회수

어린이회나 PTA 등, 지역의 단체에서 실시됩니다. (회수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

민간기업 등이 설치한 폐지 수거함

수거함마다 수거 품목이 다릅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

신문 전단지를

포함합니다

도서, 노트, 단행본, 백과사전을 포함합니다

얇아도 중심을 철사로 고정하여 제본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씻어서 펴서 버려 주세요

안쪽이 알루미늄 가공되고 있는 

것은 그 외의 종이에

종류별로 나누어 종이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그 외의 종이란, 종이상자나 엽서 등 신문, 잡지, 골판지, 종이 팩에 해당되지 않는 

폐지류입니다.

티슈　물티슈　종이 기저귀　더러워진 종이　다리미용 프린트지　부직포(마스크 등)

종이 리사이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타는 쓰레기로서 버려 주세요

시에서 수거할 때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약간 붙어있는 폐지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할 수 있는 것

그 외의 종이

배출할 수 없는 것 

천테이프나 비닐 끈으로 묶는다

골판지를 용기로서 사용한다

다른 종류의 종이를 혼합해 버린다 

　

이러한 배출 방법은 삼가해 주세요(금지되어 있는 배출 방법)

포장지등으로 싸 묶는다

봉투에 넣어 묶는다

자원 봉투에 넣는다.

주의 사항

폐지류

폐지 배출 장소에 대해서

그 외의 종이의 종류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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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전반, 천 종류

구두류

이불류

벨트, 모자, 가방등의 소품

이불・담요는 끈으로 묶어 그대로 버린다

이불이나 담요는 월 1회 수거일에 집적소에 배출해 주세요.

이불이나 담요는 마치즈쿠리센터 등의 수거함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버리는 방법 (이불류)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요, 덮는 이불, 고타츠 이불, 담요 등

봉투에 넣지 마세요.

비오는 날은 버리지 말아 주세요(버릴 때 비가 내리고 있으면 버릴 수 없습니다)

털(오리털 등) 이불은 털 이불만 따로 묶어주세요.

이불을 묶을 때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우레탄 매트리스나 베개는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이불 커버나 시트는 의류로 배출해 주세요.

스프링 매트리스는 매립 쓰레기 배출일에 내놓아 주세요.

주의 사항

의류 전반 및 천류, 구두류, 소품류의 종류별로 후지시 지정 「자원물 전용봉투」에 넣어, 

입구를 묶어 버린다

세탁하고 말린 후에 배출해 주세요.

T셔츠, 슈트, 다운 재킷, 기모노, 양말, 타월 등

가죽신발, 스니커, 펌프스　샌들, 슬리퍼

신을 수 없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

벨트, 비즈니스 가방, 스포츠 가방, 배낭, 토트백, 모자, 

봉제인형(15 cm이하의 것) 등

망가진 것은 가연성 쓰레기

매트리스

금속이 들어 있지 않은 것

방석　쿠션　장화

커텐　카페트　여행용 가방

의류는 마치즈쿠리센터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 방법（의류）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의류・이불류

(구두류가) 한쪽 밖에 없는 경우는 타는 쓰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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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스프레이캔

형광관

일회용 라이터

건전지　/　동전형 건전지

유해한 쓰레기입니다. 다른 것과 섞지 말고 배출해 주세요.

유해한 쓰레기입니다. 다른 것과 섞지 말고 배출해 주세요.

유해한 쓰레기입니다. 다른 것과 섞지말고 배출해 주세요.

유해한 쓰레기입니다. 다른 것과 섞지 말고 배출해 주세요.

소형 가전

대형 쓰레기 (가구)

자잘한 것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 버린다.

깨진 병, 칼날, 전구 등은 종이로 싸고, 내용물을 명기하여, 투명한 봉투에 넣어 주세요.

스키플레이트, 밥공기, 전구

내용물을 비우고, 구멍을 뚫지 말고, 무색 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세요.

깨지지 않은 형광관은 종이로 싸든지, 구입시의 상자 등에 넣어 버려 주세요.

내용물을 비운 후 무색 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세요.

집적소에 배치해 둔 붉은색 캔통에, 전지만 넣어 주세요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리튬1차전지

동전형 리튬1차전지(CR 또는 BR로 시작하는 제품번호)

버튼형 건전지와 소형 충전식 전지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수은 사용 제품

고품위 소형 가전

수은 온도계, 수은 혈압계는 집적소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후지 시청 10층의 폐기물 대책과 또는 신환경 클린센터로 직접 가져가 주세요.

휴대전화나 소형 음악 플레이어, USB 메모리, 전자담배, 카메라 등은 고품위 소형 가전

 수거함에 넣어 주세요.　건전지나 배터리는 제거해 주세요.

후지시청 2층

요시나가 마치즈쿠리센터

다고우라 마치즈쿠리센터

다카오카 마치즈쿠리센터

후지카와 후레아이홀

신환경 클린센터
각 시설이 문을 닫았을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지나 전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상입니다.　건전지는 빼 주세요.

충전식 물건은 충전 상태를 제로로 하여 배출해 주세요.

8할 이상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캔・금속의 날에 버립니다.

반입 가능하면 사전에 연락하여, 환경 클린 센터에 반입한다

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에어컨・오토바이 등은 시에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에어컨)에 대해서는 P17,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P18를 참고로 하여, 적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버리는 방법

배출할 수 있는 것

종류별로 적절한 배출 방법에 따라 월 1회 수거일 아침 8시 30분까지 자원 집적소에 배출해 

주세요.

종류별로 놓아 둘 것.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신환경 클린센터(TEL0545-35-0081)에 문의해 주세요.

수거함이 있는 장소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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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신환경 클린센터(TEL0545-35-0081)에문의해 주세요.

캔은 안을 깨끗이 씻어서, 후지시 지정 「자원물 전용봉투」에 넣어 버린다.

금속은 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버린다.

재생 처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캔은 찌그러뜨리지 말아 주세요.

스프레이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구멍을 뚫지 말고, 매립 쓰레기 배출일(P12)에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을 비워서 버려 주세요

페인트 캔중에, 도료가 남아있는 것은 헝겊에 스며들게 하여 타는 쓰레기에.

금속 캔 등에 넣어 내용물을 명기하여 자원물 전용봉투에는 넣지 말고 버려 주세요

자전거를 구매한 매장에서 방범 등록을 해지한 후 배출해 주세요.

전동식 자전거의 배터리는 분리하여 다음의 재활용 협력업소로 가져가 주세요.

와타이오토샵   　　　　　　　후지시 니시키마치 1-6-23

사이클베이스 아사히후지점　  후지시 아오바초 375

연료를 뻬고 건전지를 뺀다

내용물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캔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은 시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세요.

자동차 배터리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건전지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에어컨・오토바이 등은 시에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에어컨)에 대해서는 

P17,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P18를 참고로 하여, 적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다음 건전지는 시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각각 재활용 협력업소로 가져가 주세요.

재활용 협력업소 확인은 버튼형 건전지의 경우에는 전지 공업회를, 소형 충전식 전지의 경우에

는 JBRC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가져갈 때는 먼저 매장에 연락해 주세요.

건전지의 전극에 셀로판테이프를 붙이고 절연하여 협력업소로 가져간다.

산화은전지(SR)　/　공기아연전지(PR)　/　알칼리버튼전지(LR)

( )는 제품번호의 시작문자

동전형 리튬이온전지(CR, BR)는 시 집적소에 배출해 주세요. (12페이지 참고)

니켈카드뮴전지 / 니켈수소전지 / 리튬이온전지 / (휴대전화)보조 배터리

단자부에 셀로판테이프를 붙이고 절연하여 재활용 협력업소로 가져간다.

소형 가전으로 수거하지 않는 것

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에어컨

음료캔 

(알루미늄・스틸)

소재의 8할 이상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4리터 이상의 캔

바늘이나 못

자전거

통조림캔 4리터 미만의 캔

버리는 방법

캔의 종류

금속의 종류

배출할 수 없는 것 

PC

소재의 8할 이상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캔・금속류

휴대용 버너의 봄베

페인트, 모발 염색제, 살충제

신환경 클린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0545-35-0081 

실외에서 필요 없는 신문지에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물을 

비워 주세요. 

비운 내용물은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버튼형 건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他

他

캔·금속류　전자레인지 등

PC에 대해서는 P19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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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방법

내놓기 전에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버리는 방법

내놓기 전에

주의 사항

패트병의 잘못된 배출 방법(금지되어 있는 배출 방법)

월 1회 수거일 아침에 집적소에 놓인 수거망에 넣어 주세요.

① 캡, 라벨을 뗀다

1. 캡을 제거한다

플라스틱의 캡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금속의 캡→금속에

2.내용물을 씻는다

② 안을 씻어, 물기를 잘 제거한다 ③가볍게 밟아 부순다

월 1회 수거일 아침에 집적소에 놓인 컨테이너에 넣어 주세요.

컨테이너는 겹쳐서 회수하기 때문에, 8 할을 기준으로 넣어 주세요.

비닐봉지 등에 담은 채로 컨테이너에 넣지 마세요.

식용유 병

식초 병

잼 병

화장품 병

드레싱 병

커피등의 병

맥주 병

매립 쓰레기(P11)로서 버려 주세요

이하의 것은 병 버리는 날에 회수하지 않습니다

유백색 병, 유리 제품, 판유리, 형광관, 사기그릇, 깨진 병, 컵

내용물이 들어 있는것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라벨과 캡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비닐 봉투등에 넣지 않고, 패트병만 넣어 주세요

내용물이 남아 있음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음

봉투채로 배출

캡이나 라벨을 붙인 채로 배출

패트병 병

입구가 빈틈없이 닫히도록 하고 너무 많이 넣지 말아 주세요

( 약 8 할까지를 기준으로)

회수하는 것은 「PET1 마크」가 붙어 있는 패트병입니다. 

(음료용, 간장, 미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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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리사이클 대상 품목의 버리는 방법

오토바이의 리사이클

인수 대상예

처리 방법

처리 방법

이륜차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인수한 오토바이는, 해당 차량의 판매 사업자(메이커등 )가 책임 

지고 처리하여, 재자원화합니다.

오토바이의 리사이클 시스템의 이용에 즈음해, 리사이클 요금의 부담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오토바이의 회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의 리사이클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오토바이　/　원동기자전거

자세한 것은 이쪽

이륜차 리사이클 콜 센터

전화: 050-3000-0727

접수 시간: 9:30~17:00(토, 일·공휴일·연말 연시등을 제외)

웹 사이트　http://www.jarc.or.jp/motorcycle/

일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브랜드가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에어컨의 6개의 가전제품은,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 품목입니다.

이것들은 시의 쓰레기 집적소에 가져와도 회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분해하여 집적소에 버리는 것은 위반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리사이클 요금을 부담하고, 아래와 같은 몇개의 방법으로 처분해 주세요. 

식기・이불 건조기는 매립 쓰레기에 버려 주세요 

他

가전 소매점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정 인수 창구에 반입의 경우

1. 상담, 확인

2. 배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폐차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배출자의 본인 확인 서류

원동기→폐차 신고 접수서 후지시청 시민세과(시청사 3층)

☎0545-55-2735

시즈오카 운수지국 누마즈 자동차 

검사 등록 사무소(누마즈시)

☎050-5540-2051

경이륜→경자동차 신고제증 반납제확인서

소형 이륜→자동차 검사증 반납 증명서

면허증, 건강 보험증, 패스포트 등

문의처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있는 폐기 이륜차 취급점, 또는 콜 센터에 상담하여, 이륜차 리사이클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인지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운수 지국·시구정촌에 등록·신고되고 있는 오토바이를 리사이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폐차 수속을 마친 후, 스스로 반입해 주세요.

후지시내의 지정 인수 장소는 주식회사 시노하라 산업(P17 참조)이 됩니다.

폐기 이륜 취급점에의 반입의 경우

수집・운반 요금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폐기 이륜 취급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수집 운반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스스로 지정 인수 장소에 운반하는 경우

교체할 때 업체와 상의하여 처리요금(재활용 요금+운반비)을 내고 처리를 맡긴다.

수거운반업자와 상의하여 처리요금(재활용 요금+운반비)을 내고 집으로 와서

수거해가도록 한다.

업체에 따라 사전에 우체국에서 재활용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담처 】

후지시 일반 폐기물 협동조합 전화0545-72-5353

지정 수거 장소인 (주)시노하라 산업으로 가져가서, 재활용 요금을 내고, 처리를 맡긴다.

전국의 제조업자(가전 메이커)는, 자사 제품의 리사이클을 하기 위하여, 제품을 인수하는 장소를 

지정합니다. 이 장소를 지정 인수 장소라고 합니다. 근처의 지정 인수 장소에 가전 리사이클 대상 

품목을 반입해 주세요.

【 지정 인수 장소 】
주식회사 시노하라 산업(우키시마 공업단지내)
후지시 나카자토2608-43　　전화: 0545-32-2160
영업일은 (주)시노하라 산업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내도

우키시마가하라
자연공원

돈키호테

(주) 시노하라 산업

스도 파출소

동부 정화 센터

SBS 마이 홈 센터

신칸센

가쿠난 철도

1JR토오카이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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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처분 방법에 대해

처리 방법

가정에서 불필요하게 된 PC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회수한 PC는, 국내의 재자원화 시설에서 적절히 리사이클되고 있습니다.

신환경 클린 센터에 반입한다

신환경 클린 센터로 반입에 한해, 무료로 인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본체만 이라도 인수하고 있습니다.

신환경 클린 센터의 장소나 영업 시간 등은 P20를 봐 주세요.

「PC리사이클 마크」의 유무는 특별히 관계 없습니다

기록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고  배출해 주세요

반입할 때 후지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에 신청하여, 우체국 택배로 송부한다

처분하고 싶은 PC메이커에 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이커에 의뢰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됩니다.

1.　처분하고 싶은 메이커의 접수 창구에 전화하고, 리사이클을 신청합니다.

2.　메이커로부터 우체국 택배의 전표가 날라 오므로, 처분하고 싶은 PC를 두꺼운 폴리에

　　틸렌봉투등으로 간이 포장해, 전표를 붙입니다.

3.　우체국에 직접 가지고 가든지, 집하 의뢰를 하여 건넵니다.

왼쪽 마크(PC리사이클 마크)가 붙어 있는 PC는, 리사이클 요금

(우체국 택배 요금을 포함)이 들지 않습니다.

PC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일반 재단법인 PC 3 R추진 협회 웹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신환경 클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로,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폐지 제외)을 무료로

 수거합니다.

쓰레기가 많은 경우 접수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반입해 주세요.

신환경 클린센터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소재지/반입 루트 안내도

→가연성 쓰레기・자원 반입 경로

→「후지산 에코토피아」, 「후지카구야노유」로 가는 방법(쓰레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환경 클린센터
주소　　 후지시 오오부치 676

접수 시간　월~금요일8:30~12:00,13:00~16:00

토요일(예약 필요)8:30~11:00

신환경 클린센터
주소　　 후지시 오오부치 676

접수 시간　월~금요일8:30~12:00,13:00~16:00

토요일(예약 필요)8:30~11:00

가쿠난전철

시청
중앙공원

히로미  공원

후지  종합  체육공원

후지  인터체인지
토메이  고속도로

신토메이  고속도로

오부치  중학교

아오바다이  초등학교
신환경 클린센터

림스포츠클럽

고야마  재활병원

후지수영장

지구의 집적소에서의 회수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