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쓰레기 배출 방법과 수도 사용 안내

(1) 쓰레기 배출 방법

각 구청 총무기획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정해진 종류에 따라 수거 및
다릅니다. 올바른 처리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3 가지 쓰레기 배출 규칙을
주세요. [고미 스테이션]은 이웃들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규칙을 지키지
이웃 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처리 방법이
반드시 지켜
않으면 자칫
쓰레기 배출

쓰레기 배출 규칙 3 가지(쓰레기 배출 3 원칙)
●정해진 쓰레기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쓰레기를
쓰레기는 크게 7 종류로 구분되며 버릴 때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또 버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아래의 일람표로
확인해 봅시다.

(이미지)

일람표(쓰레기 분리 가이드)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city.kumamoto.jp/hpkiji/pub/Detail.aspx?c_id=5&id=15590

●정해진 날에
쓰레기 수거일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를 통해 쓰레기 수거일과 쓰레기 분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앱”을 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수거일을 확인하고
당일 아침 8 시 반까지 배출하도록 합시다.
【일본어·쉬운 일본어 앱】
쉬운 일본어는 일본어판 “쓰레기 분리수거 앱”을 다운로드하고 MENU⇒설정에서 쉬운 일본어
표시 설정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OS 판】

【Android 판】

【영어·중국어 앱】
스마트폰 언어 설정이 영어 또는 중국어 단말기인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면 해당 언어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OS 판】

【Android 판】

일본어, 쉬운 일본어 iOS 용 다운로드 페이지
https://itunes.apple.com/jp/app/%E7%86%8A%E6%9C%AC%E5%B8%82%E3%81%94%E3%81%BF%
E5%88%86%E5%88%A5%E3%82%A2%E3%83%97%E3%83%AA/id1436841943?mt=8

일본어, 쉬운 일본어 Android 용 다운로드 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jp.gomisuke.app.Gomisuke0132

영어, 중국어 iOS 용 다운로드 페이지
https://perze.jp/app/0184/ios/

영어, 중국어 Android 용 다운로드 페이지
https://perze.jp/app/0184/android/

●정해진 장소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각 지역에 설치된 지정 쓰레기 수거 장소(고미 스테이션)에 버려
주세요. 정해진 장소에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수거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에 해당하는 수거 장소는 아파트나 맨션의 관리 회사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역의 수거 장소에 배출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주십시오.

3 분 요약! 구마모토시 쓰레기 배출 규칙 & 재활용 동영상 YouTube 공개 중!
구마모토시의 쓰레기 배출 기본 규칙과 재활용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YouTube 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영상 모두 3 분 정도 길이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배출 3 원칙 편(구마모토시의 쓰레기 배출 기본 규칙)
・ 가연성 쓰레기, 매립 쓰레기 분리수거 편
・ 자원성 쓰레기 재활용 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은 페이지는 여기! (YouTube):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KxQPTnqA195IJM0sY3uqaxuJJlE5occ

(2) 상하수도 사용을 개시/중지 할 때

상하수도국 과금과 고객센터

●“개시”할 때
현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없거나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상하수도국 과금과 고객센터(096-381-1118)로 연락
주십시오.
“상하수도 사용 신청서”에는 계좌이체 요금 납부 신청란도 있으므로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 납부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는 “납부 통지서”와 함께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할 때
요금 정산을 위해 중지 예정일 5 일 전까지 “마지막 사용일” “전입지 주소” “납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중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구마모토시 상하수도 이용가이드(영어판)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kumamoto-waterworks.jp/?waterworks_article=2811
【영어판】
구마모토시 상하수도 이용가이드(중국어판)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kumamoto-waterworks.jp/?waterworks_article=2614

【중국어 판 】
구마모토시 상하수도 이용가이드(한국어판)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kumamoto-waterworks.jp/?waterworks_article=2615

【한국어 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