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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 쓰레기 배출일
연말연시나 재해시의 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한 정보 등

후쿠오카시 환경국 홈페이지

쓰레기 분뇨 처리에 관한 문의, 불법투기 등에 관한 상담

https://gomimail-kankyo.city.fukuoka.lg.jp/

쓰레기 배출일 메일 서비스

쓰레기 배출일을 메일로 알림

후쿠오카시 라인 공식 어카운트

LINE 공식 계정명：후쿠오카시（福岡市）
LINE ID：@fukuokacity

쓰레기 버리는 날을 라인으로 통지

https://kateigomi-bunbetsu.city.fukuoka.lg.jp/kr/
쓰레기 분별방법 (품목) 검색
자원물품　회수거점 검색 등

후쿠오카시 쓰레기와 자원물품 분별방법 · 배출 방법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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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620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1초메 ８번１호

가정용 쓰레기 배출방법 2022년 2월 발행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는 수거안함. 자세한 사항은 시정 소식지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요일 밤

번째주 　요일 밤

     번째주 　요일 밤

가연성 쓰레기
（주2회）

불연성 쓰레기
（월1회）

빈 병·페트병
（월1회）

빈 병·페트병
（월1회）

가정용 쓰레기
배출방법

후쿠오카시 보존판

쓰레기 감량 심볼 마크 [카루 짱]

대형 쓰레기
〡 사전예약제 〡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092-731-1153

【접수시간】 월요일 ~ 토요일 9 : 00 ~ 1 7 : 00 (1 2 월 2 9 일 ~ 1 월 3 일은 휴무)

LINE 공식 계정명：후쿠오카시（福岡市）
LINE ID：@fukuokacity

친구 추가해 주세요!

쓰레기 
배출일을 
메일로 
공지

쓰레기 
분별방법
을  검색 
가능



자원물품을 회수하는 장소는 「후쿠오카시 쓰레기와  자원의 분별 방법· 배출 
방법 정보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 병,페트병,식품포장용기 등 슈퍼마켓 등에서 하는 회수에 관해서는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원물품은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분별해서 배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리사이클 
할 수 있습니다.쓰레기 감량·자원의 유효활용을 위해 자원물품 회수에 협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회수 활동에는 회수량에 따른 보상금이 교부됩니다.이 보상금은 
지역에 환원됩니다.

가연성 쓰레기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로

 불연성 쓰레기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로

빈병 · 페트병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로

대형 쓰레기의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로

버튼형　전지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로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에어컨,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로

SR000

LR000 ●헌 종이（신문·골판지 박스 ·잡다한 종이）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로

●종이팩    ●흰색 식품포장용기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로

●식용유   ●헌 옷, 헌 천

●빈 캔류 (음료용 알루미늄캔 ·스틸캔)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로

●수은 체온계, 수은 온도계, 수은 혈압계

●소형 전자기기   ●형광등·건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マンガ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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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
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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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 쓰레기 배출 방법

후쿠오카시 쓰레기 처리 순서

자원물품 배출 방법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빈 병·페트병

1∼2

3

4∼6

7

8

9

10

11

12

13

14

뒷 표지

대형 쓰레기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분뇨 처리

임시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

알림

문의처

○가정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빈병 · 페트병, 대형 쓰레기의  4종류로 분별합니다.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각각 정해진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자세한 내용은 11
페이지로

타이어·소화기· 농약 등
➡자세한 내용은 11
페이지로

소형 충전식 전지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로

후쿠오카시 쓰레기 배출 방법

목　　차

후쿠오카시 쓰레기와 자원 검  색검  색

헌 종이,헌 옷 등의 자원물품은 각 지역의 회수 박스 등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로.

❹자원물품은 회수 장소로 가져갑시다.

●단독주택 ··· 집 앞
●공동주택  ··· 쓰레기 두는 곳

배출일종류 배출시간 배출장소

주 2회

월 1회

월 1회

사전예약제

일몰 밤12시

회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는 단독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치회 등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이 마크가 없는 봉지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후쿠오카시 종량제 봉투에는　이 마크가 있습니다.

❷후쿠오카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배출합니다.

❶쓰레기를 정확히 분별합시다

❸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배출합시다.

종량제 봉투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종류와 크기 별로 10장 한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들어가는 크기로, 한 손으로 들어도 봉투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의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입구를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１회당 대(大)４５ℓ 지정봉투 10개까지
지정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무게의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배출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환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 각 구청 생활환경과(뒷 표지)에 
문의해 주십시오.

※연말연시 (12월31일~1월3일)는 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정 소식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빈 병·페트병

대형 쓰레기

주의     

해가 진 후
（어두워졌을때）부터 밤
12시까지

（경고 스티커）

후쿠오카시 환경 심볼 캐릭터
 "에콧파"

신청 시에 정한 날짜의 
아침8시30분까지

쓰레기 배출장에 놓아둘 수 없는 큰 것은 

신청 시에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상점 등의 쓰레기(사업계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분별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경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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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회수정보 검색하기

→후쿠오카시 Web 지도
교구별로 회수 정보 검색하기

→자원물품 회수 장소 바로 알기 지도

후쿠오카시에서는 4 종류로 나누어 수집한 가정용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 ① ~ ⑨와 같이 9 종류로 구분하여 재활용이나 

처리를 합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이용한  발전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에서 태워, 그 열을 이용한 발전(열회수:서멀 리사이클)을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전기는 소각시설 
등에서 사용하며, 전력회사에 판매합니다. 또한 열(증기)은 여열이용시설 등으로 공급됩니다

불연성 쓰레기 중에서 빈 캔 등의 금속제품, 가전 제품 등의 금속과 플라스틱 복합제품 등은 수거 후 자원화 센터에서 파쇄· 
선별 처리하여 철과 알루미늄을 회수하고,자원 재활용업자에게 인도하여 재활용합니다.

불연성 쓰레기에서 철-알루미늄을 회수

빈병은 상세히 세 종류로 분별

빈병, 페트병에 대해서는 선별 처리 시설에서 각각 분리하여, 빈 병은 상세히 색에 따라 3 종류로 분리 후 각각 
자원재활용업자에게 인도하여 재활용합니다.

친환경 「후쿠오카방식」 매립기술로 최종처분

소각시설에서 소각한 후 나오는 재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환경 부하가 적은 「후쿠오카식」 
매립기술로 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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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 센터에서 
파쇄·선별

사용가능한 것(가구 등) 

기타

후쿠오카시의 쓰레기 처리 순서

헌 종이

안이 물결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과자 상자 포장지

설치장소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

회수품목

이용 시간

잡다한 종이는 종이 봉투에 모은다.1 단계

종이 봉투를 묶는다 2 단계

지역에서 실시하는 헌 종이 회수(지역집단회수)나 자원물품 회수거점에 가져간다.3 단계

종이를 모으는 종이봉투는 지정된 것은없습니다.
집에 있는 종이봉투를 활용해 주십시오!
※손잡이가 천이나 비닐로 만들어진 경우는 그 부분만을 제거합시다.

수거 할 때 흩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끈으로 묶는다    ●스테플러로 고정시킨다 
잡지 등을 버릴 때는 끈으로 십자모양으로 묶기만 해도 ＯＫ!

신문지나 골판지와 같이 자원물품 회수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평상시의 쓰레기 수집과는 다릅니다. 아파트 등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배출하실 수 없습니다. 

자잘한 종이 배출방법　3 단계

엽서·봉투티슈 종이박스

천천히 찢어도 비닐이 
남는 것은 ×

비닐은 제거합시다.

OK ○과자 상자등의 종이 상자 　○티슈 박스 　○서류나 학교 프린트 용지　○랩이나 휴지 심 
○전단지　○봉투 　○엽서 　○팜플릿　○서적 　○종이 봉투 　○잡지 등 　　
※종이의 두께나 크기와 상관없이 배출가능！ 가격표와 같이 작은 종이도 대상입니다. 

자잘한 종이로 배출할 수 있는 것

NG ○비닐 코팅된 종이　○감열지 (영수증 등)　○카본지(택배 복사전표 등)　○사진
○냄새가 나는 종이(세제나 선향 상자 등)　○기름 때가 묻은 종이(피자 상자 , 크레용으로 
그린 종이)　　　※신문지·골판지는 잡다한 종이와 구별해서 각각 따로 묶어서 모읍시다！

자잘한 종이로 배출할 수 없는 것

헌 종이의 회수 거점

히가시 · 조난. 사와라. 니시구청　 이루베 · 세이부출장소　
하카타·미나미 시민센터　 주오 체육관

매일 9 : 00 ~ 17 : 00
※연말연시 (12 월 29 일 ~ 1 월 3 일)는 휴무

헌 종이 (신문, 골판지 박스, 잡다한 종이)　 빈 캔류 (음료용 알루미늄캔  ·스틸캔)　 빈 병　 페트병　 종이팩　
흰색 식품포장용기　 형광등　 건전지　 수은체온계,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소형 충전식 전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물 식용유

재활용 물건 배출방법 

신문 (광고 전단지 포함 ) 골판지 잡다한 종이류 (잡지·기타 종이)

다음의 3가지로 분리하여 종이끈이나 비닐끈 등으로 십자모양으로 묶어 배출해 주십시오.

과자 상자나 봉투 등 신문지·골판지 이외의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공공시설의 재활용자원 회수 박스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회수 장소】

잡다한 종이란

자원물품은 시내의 9개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원물품 회수 박스(아래 참고) 뿐만아니라, 각 지역에 설치된 리사이클 박스나 
지역집단회수(자치회나 어린이회 등에서 실시하는 폐지 회수), 가전양판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회수합니다. 회수 가능한 품목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가까운 회수 장소는 자원물품 회수 장소 알기 쉬운 지도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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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회수정보 검색하기

→후쿠오카시 Web 지도
교구별로 회수 정보 검색하기

→자원물품 회수 장소 바로 알기 지도

후쿠오카시에서는 4 종류로 나누어 수집한 가정용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 ① ~ ⑨와 같이 9 종류로 구분하여 재활용이나 

처리를 합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이용한  발전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에서 태워, 그 열을 이용한 발전(열회수:서멀 리사이클)을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전기는 소각시설 
등에서 사용하며, 전력회사에 판매합니다. 또한 열(증기)은 여열이용시설 등으로 공급됩니다

불연성 쓰레기 중에서 빈 캔 등의 금속제품, 가전 제품 등의 금속과 플라스틱 복합제품 등은 수거 후 자원화 센터에서 파쇄· 
선별 처리하여 철과 알루미늄을 회수하고,자원 재활용업자에게 인도하여 재활용합니다.

불연성 쓰레기에서 철-알루미늄을 회수

빈병은 상세히 세 종류로 분별

빈병, 페트병에 대해서는 선별 처리 시설에서 각각 분리하여, 빈 병은 상세히 색에 따라 3 종류로 분리 후 각각 
자원재활용업자에게 인도하여 재활용합니다.

친환경 「후쿠오카방식」 매립기술로 최종처분

소각시설에서 소각한 후 나오는 재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환경 부하가 적은 「후쿠오카식」 
매립기술로 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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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것(가구 등) 

기타

후쿠오카시의 쓰레기 처리 순서

헌 종이

안이 물결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과자 상자 포장지

설치장소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

회수품목

이용 시간

잡다한 종이는 종이 봉투에 모은다.1 단계

종이 봉투를 묶는다 2 단계

지역에서 실시하는 헌 종이 회수(지역집단회수)나 자원물품 회수거점에 가져간다.3 단계

종이를 모으는 종이봉투는 지정된 것은없습니다.
집에 있는 종이봉투를 활용해 주십시오!
※손잡이가 천이나 비닐로 만들어진 경우는 그 부분만을 제거합시다.

수거 할 때 흩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끈으로 묶는다    ●스테플러로 고정시킨다 
잡지 등을 버릴 때는 끈으로 십자모양으로 묶기만 해도 ＯＫ!

신문지나 골판지와 같이 자원물품 회수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평상시의 쓰레기 수집과는 다릅니다. 아파트 등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배출하실 수 없습니다. 

자잘한 종이 배출방법　3 단계

엽서·봉투티슈 종이박스

천천히 찢어도 비닐이 
남는 것은 ×

비닐은 제거합시다.

OK ○과자 상자등의 종이 상자 　○티슈 박스 　○서류나 학교 프린트 용지　○랩이나 휴지 심 
○전단지　○봉투 　○엽서 　○팜플릿　○서적 　○종이 봉투 　○잡지 등 　　
※종이의 두께나 크기와 상관없이 배출가능！ 가격표와 같이 작은 종이도 대상입니다. 

자잘한 종이로 배출할 수 있는 것

NG ○비닐 코팅된 종이　○감열지 (영수증 등)　○카본지(택배 복사전표 등)　○사진
○냄새가 나는 종이(세제나 선향 상자 등)　○기름 때가 묻은 종이(피자 상자 , 크레용으로 
그린 종이)　　　※신문지·골판지는 잡다한 종이와 구별해서 각각 따로 묶어서 모읍시다！

자잘한 종이로 배출할 수 없는 것

헌 종이의 회수 거점

히가시 · 조난. 사와라. 니시구청　 이루베 · 세이부출장소　
하카타·미나미 시민센터　 주오 체육관

매일 9 : 00 ~ 17 : 00
※연말연시 (12 월 29 일 ~ 1 월 3 일)는 휴무

헌 종이 (신문, 골판지 박스, 잡다한 종이)　 빈 캔류 (음료용 알루미늄캔  ·스틸캔)　 빈 병　 페트병　 종이팩　
흰색 식품포장용기　 형광등　 건전지　 수은체온계,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소형 충전식 전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물 식용유

재활용 물건 배출방법 

신문 (광고 전단지 포함 ) 골판지 잡다한 종이류 (잡지·기타 종이)

다음의 3가지로 분리하여 종이끈이나 비닐끈 등으로 십자모양으로 묶어 배출해 주십시오.

과자 상자나 봉투 등 신문지·골판지 이외의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공공시설의 재활용자원 회수 박스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회수 장소】

잡다한 종이란

자원물품은 시내의 9개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원물품 회수 박스(아래 참고) 뿐만아니라, 각 지역에 설치된 리사이클 박스나 
지역집단회수(자치회나 어린이회 등에서 실시하는 폐지 회수), 가전양판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회수합니다. 회수 가능한 품목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가까운 회수 장소는 자원물품 회수 장소 알기 쉬운 지도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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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net.jp/

※발포스티롤 받침용 용기는 
　이쑤시개로 쉽게 찌를 수 
　있습니다

종이팩회수거점 

흰색 식품포장용기

헌옷 회수거점

평평한 흰 색의 발포 스티롤. 잘 씻어서 말린 후 배출해 주십시오

안을 씻고 펼친 후 말려서 배출해 주십시오

세탁하여 말린 후 비닐 봉지에 넣어 배출해 주십시오

●폴로셔츠　●티셔츠　●양복　●데님　●타올　●침대커버 등

●계란팩, 두부 용기, 낫토 용기,컵라면 용기, 도시락 용기 등
●색깔있는 용기　●생선박스 등의 발포 스티롤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하코자키후토 
4-13-42 (클린파크 린카이 내)

린카이 3R 스테이션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12 월 28 일 ~ 1 월 3 일)

10:00∼17:00

휴관일

개관 시간
후쿠오카시 니시쿠 이마주쿠 아오
키1043-2 （클린파크 세이부 내）

세이부 3R 스테이션

샐러드유, 카놀라유, 참기름 등의 식물성 식용유 

☎092-642-4641
FAX:092-642-4598
https://rinkai3r-station.com/

☎092-882-3190
FAX:092-882-4580
http://www.fukuoka-seibuplaza.com/

책과 의류를 재이용
3R스테이션을 이용합시다

종이팩

아직 사용 가능한 의류·서적 등의 인수와 제공, 또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각종 강좌나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３R스테이션에서 개최하는 강좌는 「시정소식지」 매월
15일호에 게재합니다.

빈 페트병에 옮겨서,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 주십시오.

식용유 회수거점 

흰색 식품포장용기 

식용유

헌 옷, 헌 천

자원물품 배출방법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지역의 회수 거점,슈퍼마켓 등의 회수함【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슈퍼마켓 등의 점포에서 회수함【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회수 장소】

지역집단회수，마모룸 후쿠오카，주오 체육관,하카타 시민센터,미나미 시민센터,조난구청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회수 장소】

배출할 수 없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플라스틱 주둥이가 달려있는 종이팩
●안쪽에 알루미늄 코팅이 된 종이팩

●동물성 오일（라드유 등）　 
●드레싱　 ●광물성 오일（엔진 오일, 등유 등）

●지나치게 더럽거나 냄새가 나는 것　●속옷　●양말　●그물코가 큰 니트　
●윈드 브레이커　●중면소재(다운자켓, 이불) 　●두꺼운 것(기모노, 유도복, 커튼)

후쿠오카시 약제사회 회원 
약국· 약품점

형광관, 건전지의
회수거점

회수 박스

회수 박스

소형전자기기의
회수거점

상자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140cm 이내로, 무게 20kg
까지를 1상자로 취급해서 1,650 엔 (세금 포함)에 회수

배출할 수 없는 것.

빈 캔류
(알루미늄캔·스틸캔)

수은식 체온계·온도계 ·혈압계

※수은 온도계· 수은 혈압계는 회수 박스에 들어가지 않으니, 약국 등의 창구로 
가져가시거나, 접수하는 분께 건내 주십시오.

구입 시의 케이스나 비닐 봉투 등에 넣은  채로 배출해 주십시오.

음료용 알루미늄캔이나  통조림 
캔으로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

절연을 위해 단자 부분에 비닐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해 주십시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용 게임기 모바일배터리등에 사용되는 소형 
충전식 전지중에서 왼쪽의 니카도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이온 전지가 대상입니다.
※왼쪽에 표시된 전지 이외의 전지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jbrc.com/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후쿠오카시 
약제사회 회원 약국·
약품점

【회수 장소】

구청이나 시민 센터 등에 
설치된 회수 박스

【회수 장소】

후쿠오카시와 협정을 체결한 리넷 재팬리사이클 (주) 은 택배편으로 소형가전을 회수합니다.

소형전자기기(소형가전)

택배를 이용한 회수

회수품목

이용방법

회수박스의 투입구 (25cm × 8.5cm) 에 들어갈 수있는 소형전자기기와 부속품

●휴대전화　●고정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음악 플레이어
●게임기　●라디오　●전자계산기　●드라이기　●타블렛
●AC 어답터,코드·케이블류　●헤드폰·이어폰　●리모콘 등

●개인정보는 사전에 삭제하여 주십시오.
●분리 가능한 전지는 제거해 주십시오.
●회수된 소형 전자 기기는 반출 · 반환할 수 없습니다.

➊리넷 재팬 리사이클（주）에 신청

➋집에 있는 골판지 상자에 담기

➌지정한 일시에 택배 업자가 방문. 신청은 여기로

요　금 단,컴퓨터 본체를 포함한 회수는 1상자까지만 무료.

マンガン

ア
ル
カ
リ

형광등

소형 충전식 전지

용기·포장지를 분리해서, 본체만 배출하십시오. 건전지 

원　형 전구형직관형

형광등
회수 박스

건전지 
회수 박스

절연을 위해 양극에 비닐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해 주십시오.

소형 충전식 전지
회수 거점 검색

LED,깨진 형광등,발열전구 등은 
「불연성 쓰레기」봉지로

배출할 수 없는 것.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가전 양판점,홈센터【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가전양판점,홈센터 등【회수 장소】

リネットジャパンリサイクル

자원물품 배출방법

●망간 건전지
●알칼리 건전지

리튬 이온 전지니켈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버튼형 전지

알루미늄캔회수거점 통조림캔 회수거점

【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슈퍼마켓 
등의 점포에서 
회수함

의류의 단추와 지퍼는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침구 커버의 지퍼는 떼어 주십시오.큰 타올이나 침구 
커버는 50ｃｍ×50ｃｍ이하로 잘라서 지퍼도 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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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net.jp/

※발포스티롤 받침용 용기는 
　이쑤시개로 쉽게 찌를 수 
　있습니다

종이팩회수거점 

흰색 식품포장용기

헌옷 회수거점

평평한 흰 색의 발포 스티롤. 잘 씻어서 말린 후 배출해 주십시오

안을 씻고 펼친 후 말려서 배출해 주십시오

세탁하여 말린 후 비닐 봉지에 넣어 배출해 주십시오

●폴로셔츠　●티셔츠　●양복　●데님　●타올　●침대커버 등

●계란팩, 두부 용기, 낫토 용기,컵라면 용기, 도시락 용기 등
●색깔있는 용기　●생선박스 등의 발포 스티롤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하코자키후토 
4-13-42 (클린파크 린카이 내)

린카이 3R 스테이션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12 월 28 일 ~ 1 월 3 일)

10:00∼17:00

휴관일

개관 시간
후쿠오카시 니시쿠 이마주쿠 아오
키1043-2 （클린파크 세이부 내）

세이부 3R 스테이션

샐러드유, 카놀라유, 참기름 등의 식물성 식용유 

☎092-642-4641
FAX:092-642-4598
https://rinkai3r-station.com/

☎092-882-3190
FAX:092-882-4580
http://www.fukuoka-seibuplaza.com/

책과 의류를 재이용
3R스테이션을 이용합시다

종이팩

아직 사용 가능한 의류·서적 등의 인수와 제공, 또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각종 강좌나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３R스테이션에서 개최하는 강좌는 「시정소식지」 매월
15일호에 게재합니다.

빈 페트병에 옮겨서,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 주십시오.

식용유 회수거점 

흰색 식품포장용기 

식용유

헌 옷, 헌 천

자원물품 배출방법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지역의 회수 거점,슈퍼마켓 등의 회수함【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슈퍼마켓 등의 점포에서 회수함【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회수 장소】

지역집단회수，마모룸 후쿠오카，주오 체육관,하카타 시민센터,미나미 시민센터,조난구청의 자원물품 회수 박스【회수 장소】

배출할 수 없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배출할 수 없는 것.

●플라스틱 주둥이가 달려있는 종이팩
●안쪽에 알루미늄 코팅이 된 종이팩

●동물성 오일（라드유 등）　 
●드레싱　 ●광물성 오일（엔진 오일, 등유 등）

●지나치게 더럽거나 냄새가 나는 것　●속옷　●양말　●그물코가 큰 니트　
●윈드 브레이커　●중면소재(다운자켓, 이불) 　●두꺼운 것(기모노, 유도복, 커튼)

후쿠오카시 약제사회 회원 
약국· 약품점

형광관, 건전지의
회수거점

회수 박스

회수 박스

소형전자기기의
회수거점

상자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140cm 이내로, 무게 20kg
까지를 1상자로 취급해서 1,650 엔 (세금 포함)에 회수

배출할 수 없는 것.

빈 캔류
(알루미늄캔·스틸캔)

수은식 체온계·온도계 ·혈압계

※수은 온도계· 수은 혈압계는 회수 박스에 들어가지 않으니, 약국 등의 창구로 
가져가시거나, 접수하는 분께 건내 주십시오.

구입 시의 케이스나 비닐 봉투 등에 넣은  채로 배출해 주십시오.

음료용 알루미늄캔이나  통조림 
캔으로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

절연을 위해 단자 부분에 비닐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해 주십시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용 게임기 모바일배터리등에 사용되는 소형 
충전식 전지중에서 왼쪽의 니카도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이온 전지가 대상입니다.
※왼쪽에 표시된 전지 이외의 전지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jbrc.com/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후쿠오카시 
약제사회 회원 약국·
약품점

【회수 장소】

구청이나 시민 센터 등에 
설치된 회수 박스

【회수 장소】

후쿠오카시와 협정을 체결한 리넷 재팬리사이클 (주) 은 택배편으로 소형가전을 회수합니다.

소형전자기기(소형가전)

택배를 이용한 회수

회수품목

이용방법

회수박스의 투입구 (25cm × 8.5cm) 에 들어갈 수있는 소형전자기기와 부속품

●휴대전화　●고정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음악 플레이어
●게임기　●라디오　●전자계산기　●드라이기　●타블렛
●AC 어답터,코드·케이블류　●헤드폰·이어폰　●리모콘 등

●개인정보는 사전에 삭제하여 주십시오.
●분리 가능한 전지는 제거해 주십시오.
●회수된 소형 전자 기기는 반출 · 반환할 수 없습니다.

➊리넷 재팬 리사이클（주）에 신청

➋집에 있는 골판지 상자에 담기

➌지정한 일시에 택배 업자가 방문. 신청은 여기로

요　금 단,컴퓨터 본체를 포함한 회수는 1상자까지만 무료.

マンガン

ア
ル
カ
リ

형광등

소형 충전식 전지

용기·포장지를 분리해서, 본체만 배출하십시오. 건전지 

원　형 전구형직관형

형광등
회수 박스

건전지 
회수 박스

절연을 위해 양극에 비닐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해 주십시오.

소형 충전식 전지
회수 거점 검색

LED,깨진 형광등,발열전구 등은 
「불연성 쓰레기」봉지로

배출할 수 없는 것.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가전 양판점,홈센터【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가전양판점,홈센터 등【회수 장소】

リネットジャパンリサイクル

자원물품 배출방법

●망간 건전지
●알칼리 건전지

리튬 이온 전지니켈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버튼형 전지

알루미늄캔회수거점 통조림캔 회수거점

【회수 장소】

공공시설의  
재활용 자원 회수 
박스,슈퍼마켓 
등의 점포에서 
회수함

의류의 단추와 지퍼는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침구 커버의 지퍼는 떼어 주십시오.큰 타올이나 침구 
커버는 50ｃｍ×50ｃｍ이하로 잘라서 지퍼도 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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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할수 있지만, 배출 방법과 분별이 잘못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빨간 글자의 주의사항에 따라 정확히 처분해 주십시오.

─ 7 ─ ─ 8 ─

◎리튬 이온 전지 등의 소형 충전식 전지(모바일 배터리 등）는 충격에 의해서 발화하기 쉽고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불연성 
쓰레기로 수거할 수 없습니다.（→６페이지）
◎ 에어컨,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의류건조기, 컴퓨터는 시에서 수거하지않습니다.（→11페이지）
◎ 소화기,압력용기（헬륨 가스통 등）,내용물이 들어있는 페인트통은 시에서수거하지 않습니다. （→11페이지）

사이즈 대 45 리터 중 30 리터 소 15 리터

1 장당 45 엔 30 엔 15 엔

후쿠오카시 종량제 봉투「불연성 쓰레기용」봉투에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넣어,봉투입구를 잘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빈 병은 「빈 병·페트병」지정 

봉투에넣어 버립시다(→9

페이지로)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됩니다.

※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스프레이의 분사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안의 내용물을 제거한 뒤에 버려 주십시오. 구멍을 뚫을 
필요는없습니다

※ 내용물을 빼낼 경우, 스프레이통 등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화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바깥에서 실시해 주십시오. 

※ 셀로판 테이프로 전도를 막아 주세요.
※단추형 전지（형식기호 SR,LR,PR로시작하는 것）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11페이지

살충제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 부탄가스 등

●스프레이 캔, 부탄가스

컵, 접시, 젖병, 창문유리, 깨진 병 등
※유리류는 두꺼운 종이에 싸서, “危険” 
이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음료·주류·조미료·화장품 등의 빈 병은 
[빈 병·페트병] 봉투에

●유리류
음료나 통조림의 캔으로 안이 비워진 것

●빈 캔류 (알루미늄캔·스틸캔)

밥공기, 접시, 
도자기 장식품, 화분 등

●도자기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철사 옷걸이 등

●금속류

지정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
무게의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
입니다. （→10페이지）
※소형의 가전제품은 자원물로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소기, 프린터, 오븐 토스터,
선풍기,전기밥솥 등

●가전 제품

※봉투 밖으로 삐져 나온 상태여도 괜찮으니,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약 1m 이내이면서 직경 약 
5cm 이내인 것.

●우산,골프 클럽

알칼리 전지, 망간 전지 
단추형 전지(형식기호 CR,BR로 시작하는 것)
※건전지는 자원물품으로도 회수합니다.(→6 페이지)

●건전지·단추형 전지

※사용이 끝난 것만

●일회용 핫 팩

※두꺼운 종이에 싸서, "危険 " 이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식칼 ●흙 (원예용)

※흩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１회당 대( 大 )４５ℓ 지정봉투 10개까지

불연성 쓰레기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분별하여 시의 회수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시 지정　「가연성 쓰레기 봉투」에 찢어지지 
않을 만큼 넣어 입구를 잘 묶어서 배출하세요.

※１회당 대( 大 )４５ℓ 지정봉투 10개까지

사이즈 대（45ℓ）

45엔

중（30ℓ）

30엔

소（15ℓ）

15엔1장당

※대 (45리터)는 손잡이 없는 봉투도 있습니다.

장화, 고무장갑,고무호스,고무로 
만든 장난감 등

●고무류

구두, 벨트, 가방, 지갑 등  

※쉽게 분리되는 금속류는 「불연성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배출

●가죽류

※오물은 제거해 주세요. 
●종이 기저귀

●종이조각　●천조각

●나뭇조각　●낙엽

●나뭇가지 ※양이 많은 경우에는 나뭇가지 처리시설로 가져가 주십시오 (→13 페이지)

●애완동물 배설물
※배설물은 잘 건조시킨 후 봉투에 넣어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버리세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봉투가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무게의 것

※코드는 제거해 주십시오.

●옷걸이 (플라스틱제·목제)

●알루미늄호일　●건조제　●보냉제
●이불 · 담요
●전기 장판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기 전에 

물기를 짜서 수분을 줄입시다. 

쓰레기 감량은 물론 악취나 부패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채껍질, 생선뼈, 달걀껍질,
조개껍질 ,녹차 팩 등
※충분히 물기는 제거
※식용유는 종이, 천 등으로 닦거나 
응고제로 응고시켜서  버려 주세요.

●주방 쓰레기

●등유통 폴리 탱크(빈통)

※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 화기가 
없고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조작 
레버를누른 상태로(고무밴드나 
테이프로 고정)안을 비워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라이터

●대나무 . 목제 빗자루 등
약 1m 이내이면서 직경 약 5cm
이내인 것.
※ 봉투 밖으로 삐져 나온 상태여도 
괜찮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식용유· 세제 용기, 발포스티롤, 
플라스틱제 장난감, 
CD, DVD,달걀포장팩,세면기,플랜터 등

※     마크가 있는 병(페트병)은 「빈병. 
페트병」봉지에 넣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가연성 쓰레기

주의주의
주의주의

ア
ル
カ
リ

マ
ン
ガ
ン



아래의 내용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할수 있지만, 배출 방법과 분별이 잘못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빨간 글자의 주의사항에 따라 정확히 처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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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전지 등의 소형 충전식 전지(모바일 배터리 등）는 충격에 의해서 발화하기 쉽고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불연성 
쓰레기로 수거할 수 없습니다.（→６페이지）
◎ 에어컨,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의류건조기, 컴퓨터는 시에서 수거하지않습니다.（→11페이지）
◎ 소화기,압력용기（헬륨 가스통 등）,내용물이 들어있는 페인트통은 시에서수거하지 않습니다. （→11페이지）

사이즈 대 45 리터 중 30 리터 소 15 리터

1 장당 45 엔 30 엔 15 엔

후쿠오카시 종량제 봉투「불연성 쓰레기용」봉투에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넣어,봉투입구를 잘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빈 병은 「빈 병·페트병」지정 

봉투에넣어 버립시다(→9

페이지로)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됩니다.

※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스프레이의 분사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안의 내용물을 제거한 뒤에 버려 주십시오. 구멍을 뚫을 
필요는없습니다

※ 내용물을 빼낼 경우, 스프레이통 등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화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바깥에서 실시해 주십시오. 

※ 셀로판 테이프로 전도를 막아 주세요.
※단추형 전지（형식기호 SR,LR,PR로시작하는 것）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11페이지

살충제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 부탄가스 등

●스프레이 캔, 부탄가스

컵, 접시, 젖병, 창문유리, 깨진 병 등
※유리류는 두꺼운 종이에 싸서, “危険” 
이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음료·주류·조미료·화장품 등의 빈 병은 
[빈 병·페트병] 봉투에

●유리류
음료나 통조림의 캔으로 안이 비워진 것

●빈 캔류 (알루미늄캔·스틸캔)

밥공기, 접시, 
도자기 장식품, 화분 등

●도자기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철사 옷걸이 등

●금속류

지정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
무게의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
입니다. （→10페이지）
※소형의 가전제품은 자원물로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소기, 프린터, 오븐 토스터,
선풍기,전기밥솥 등

●가전 제품

※봉투 밖으로 삐져 나온 상태여도 괜찮으니,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약 1m 이내이면서 직경 약 
5cm 이내인 것.

●우산,골프 클럽

알칼리 전지, 망간 전지 
단추형 전지(형식기호 CR,BR로 시작하는 것)
※건전지는 자원물품으로도 회수합니다.(→6 페이지)

●건전지·단추형 전지

※사용이 끝난 것만

●일회용 핫 팩

※두꺼운 종이에 싸서, "危険 " 이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식칼 ●흙 (원예용)

※흩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１회당 대( 大 )４５ℓ 지정봉투 10개까지

불연성 쓰레기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분별하여 시의 회수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시 지정　「가연성 쓰레기 봉투」에 찢어지지 
않을 만큼 넣어 입구를 잘 묶어서 배출하세요.

※１회당 대( 大 )４５ℓ 지정봉투 10개까지

사이즈 대（45ℓ）

45엔

중（30ℓ）

30엔

소（15ℓ）

15엔1장당

※대 (45리터)는 손잡이 없는 봉투도 있습니다.

장화, 고무장갑,고무호스,고무로 
만든 장난감 등

●고무류

구두, 벨트, 가방, 지갑 등  

※쉽게 분리되는 금속류는 「불연성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배출

●가죽류

※오물은 제거해 주세요. 
●종이 기저귀

●종이조각　●천조각

●나뭇조각　●낙엽

●나뭇가지 ※양이 많은 경우에는 나뭇가지 처리시설로 가져가 주십시오 (→13 페이지)

●애완동물 배설물
※배설물은 잘 건조시킨 후 봉투에 넣어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버리세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봉투가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무게의 것

※코드는 제거해 주십시오.

●옷걸이 (플라스틱제·목제)

●알루미늄호일　●건조제　●보냉제
●이불 · 담요
●전기 장판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기 전에 

물기를 짜서 수분을 줄입시다. 

쓰레기 감량은 물론 악취나 부패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채껍질, 생선뼈, 달걀껍질,
조개껍질 ,녹차 팩 등
※충분히 물기는 제거
※식용유는 종이, 천 등으로 닦거나 
응고제로 응고시켜서  버려 주세요.

●주방 쓰레기

●등유통 폴리 탱크(빈통)

※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 화기가 
없고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조작 
레버를누른 상태로(고무밴드나 
테이프로 고정)안을 비워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라이터

●대나무 . 목제 빗자루 등
약 1m 이내이면서 직경 약 5cm
이내인 것.
※ 봉투 밖으로 삐져 나온 상태여도 
괜찮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식용유· 세제 용기, 발포스티롤, 
플라스틱제 장난감, 
CD, DVD,달걀포장팩,세면기,플랜터 등

※     마크가 있는 병(페트병)은 「빈병. 
페트병」봉지에 넣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가연성 쓰레기

주의주의
주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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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쓰레기

대형쓰레기 처리권 판매 가격

※품목·무게·크기에 따라 필요한 처리권이다릅니다. 

「안 쓰는 물건을 싸게 회수합니다」라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전단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선전하는 업자는 시의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업자이므로 이용하지 맙시다. 불법 투기등의 부적절한 처리나 요금 트러블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란?
대형 쓰레기란, 가구나 가전제품 등으로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쓰레기를 말합니다. 물건에 따라 필요한 처리권의 가격이 다릅니다.

사전에 대형쓰레기 신청센터에 확인해 주십시오(1회당 10개까지)

대형 쓰레기 운반 서비스 (유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등 대형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이 

어려운 분을 위한 “운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형쓰레기 

신청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1회당 5개까지)

※대형 쓰레기 운반 서비스는 인터넷 접수,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00 엔／ 500 엔／ 1,000 엔

배 출  방 법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에 신청하여 
요금, 배출 장소, 배출일을 
확인합니다.수거일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

접수시간 / 월요일∼토요일 9 : 00 ~ 17 : 00
12 월 29 일 ~ 1 월 3 일은 휴무

편의점 (일부 점포는 제외) 
등에서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합니다.

대형 쓰레기 처리권에 접수번호 
(또는이름)를 써서 대형 쓰레기에 
붙이고, 수거일 아침 8시 30
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는 낮에 수거합니다.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수한 대형쓰레기는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신청후에 구입해 주십시오.

◎처리권이 붙어있지 않거나, 접수번호(또는 이름)가 없는 경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접수를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거일 2일 전까지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에어컨, TV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의류건조기, 컴퓨터의 수거는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에서 접수받지 않습니다 (→11페이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에서 접수 시에 문의한 개인정보는 대형 쓰레기를 수거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라인 접수

접수시간 연중 24시간 (보수기간은 제외)

[인터넷 접수]

접수시간 연중 24시간 (보수기간은 제외)

[라인 접수]

어카운트명：후쿠오카시 대형 쓰레기 접수 (＠fukuokacity_sdg)

https：//sodaigomi-kankyo．city．fukuoka．lg．jp/

FAX 092-731-1195

청각, 언어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및 접수처 

※링은 빼지않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음료, 식품, 조미료, 화장품, 
가정용 상비약 등의 병
※깨진 병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페트병에는 라벨부분이나 병 밑 부분 
등에 이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뚜껑은 제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분리가 가능한 라벨은 
떼어 주십시오)

병 속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페트병은 평평하고 
납작하게 눌러 주
십시오.

대형 쓰레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쓰레기 신청센터」에 의뢰합시다.

플라스틱제 뚜껑, 
페트병의 라벨은 「가연성 
쓰레기」 , 금속제 뚜껑은
「불연성쓰레기」에 배출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것은 「빈 병 · 페트병」으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 등에 빈 병, 페트병의 회수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유백색  병, 특수한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

인체에 유해한 내용물이 
들어있던 약병,
깨진 병

유백 유리,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등

내용물 없이 용기만　
판매되는 병，
가정에서 매실주를 담그는 
용기나 뚜껑
이 달린 유리제품 등

병이 아닌 유리 제품

판유리, 꽃병, 수조, 재떨이, 장식품, 
완구,전구,식기 등

농약,화학 약품 
보관에 사용된 
병 등

자원물품을 
회수하는 점포

후쿠오카시 지정 「빈 병·페트병용 종량제 봉투」 에 넣어, 
봉투 입구를 잘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사이즈 대 (45 리터) 중 (30 리터)

1 장당 22 엔 15 엔

※빈 캔은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빈 병과 페트병은 

봉투를 나누지 않고

같은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빈병●빈병 ●페트병●페트병
　  마크가 붙어 있는 음료·주류· 
조미료페트병

11 22 33 44

주의

배출 방법

빈병 · 페트병

※１회당 대( 大 )４５ℓ 지정봉투 10개까지

주의주의

주의주의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 병
    의 마크만 붙은 플라스틱 
병은 페트병이 아닙니다.



─ 9 ─ ─ 10 ─

대형 쓰레기

대형쓰레기 처리권 판매 가격

※품목·무게·크기에 따라 필요한 처리권이다릅니다. 

「안 쓰는 물건을 싸게 회수합니다」라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전단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선전하는 업자는 시의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업자이므로 이용하지 맙시다. 불법 투기등의 부적절한 처리나 요금 트러블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란?
대형 쓰레기란, 가구나 가전제품 등으로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쓰레기를 말합니다. 물건에 따라 필요한 처리권의 가격이 다릅니다.

사전에 대형쓰레기 신청센터에 확인해 주십시오(1회당 10개까지)

대형 쓰레기 운반 서비스 (유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등 대형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이 

어려운 분을 위한 “운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형쓰레기 

신청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1회당 5개까지)

※대형 쓰레기 운반 서비스는 인터넷 접수,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00 엔／ 500 엔／ 1,000 엔

배 출  방 법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에 신청하여 
요금, 배출 장소, 배출일을 
확인합니다.수거일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

접수시간 / 월요일∼토요일 9 : 00 ~ 17 : 00
12 월 29 일 ~ 1 월 3 일은 휴무

편의점 (일부 점포는 제외) 
등에서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합니다.

대형 쓰레기 처리권에 접수번호 
(또는이름)를 써서 대형 쓰레기에 
붙이고, 수거일 아침 8시 30
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는 낮에 수거합니다.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수한 대형쓰레기는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신청후에 구입해 주십시오.

◎처리권이 붙어있지 않거나, 접수번호(또는 이름)가 없는 경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접수를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거일 2일 전까지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에어컨, TV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의류건조기, 컴퓨터의 수거는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에서 접수받지 않습니다 (→11페이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대형 쓰레기 신청센터에서 접수 시에 문의한 개인정보는 대형 쓰레기를 수거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라인 접수

접수시간 연중 24시간 (보수기간은 제외)

[인터넷 접수]

접수시간 연중 24시간 (보수기간은 제외)

[라인 접수]

어카운트명：후쿠오카시 대형 쓰레기 접수 (＠fukuokacity_sdg)

https：//sodaigomi-kankyo．city．fukuoka．lg．jp/

FAX 092-731-1195

청각, 언어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및 접수처 

※링은 빼지않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음료, 식품, 조미료, 화장품, 
가정용 상비약 등의 병
※깨진 병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페트병에는 라벨부분이나 병 밑 부분 
등에 이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뚜껑은 제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분리가 가능한 라벨은 
떼어 주십시오)

병 속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페트병은 평평하고 
납작하게 눌러 주
십시오.

대형 쓰레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쓰레기 신청센터」에 의뢰합시다.

플라스틱제 뚜껑, 
페트병의 라벨은 「가연성 
쓰레기」 , 금속제 뚜껑은
「불연성쓰레기」에 배출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것은 「빈 병 · 페트병」으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 등에 빈 병, 페트병의 회수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유백색  병, 특수한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

인체에 유해한 내용물이 
들어있던 약병,
깨진 병

유백 유리,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등

내용물 없이 용기만　
판매되는 병，
가정에서 매실주를 담그는 
용기나 뚜껑
이 달린 유리제품 등

병이 아닌 유리 제품

판유리, 꽃병, 수조, 재떨이, 장식품, 
완구,전구,식기 등

농약,화학 약품 
보관에 사용된 
병 등

자원물품을 
회수하는 점포

후쿠오카시 지정 「빈 병·페트병용 종량제 봉투」 에 넣어, 
봉투 입구를 잘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사이즈 대 (45 리터) 중 (30 리터)

1 장당 22 엔 15 엔

※빈 캔은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빈 병과 페트병은 

봉투를 나누지 않고

같은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빈병●빈병 ●페트병●페트병
　  마크가 붙어 있는 음료·주류· 
조미료페트병

11 22 33 44

주의

배출 방법

빈병 · 페트병

※１회당 대( 大 )４５ℓ 지정봉투 10개까지

주의주의

주의주의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 병
    의 마크만 붙은 플라스틱 
병은 페트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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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

회사 · 상점 등의 쓰레기

회사·상점·병원 등의 사무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신문·골판지 박스·잡지 등은 폐지 수거업자나 허가업자에 
의뢰하는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합시다.

점포와 자택이 동일한 경우의 쓰레기

●가정용 쓰레기와 사업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점포와 자택의 쓰레기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할 수 없을 경우, 모두를 사업용 쓰레기로 
배출해주십시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수속을 해주십시오.

 전입으로 인하여 화장실 분뇨 처리가 필요하게 될 때
 전출로 인하여 화장실 분뇨 처리가 필요없게 될 때
 세대 인원수에 변경이 있을 때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어 분뇨 처리가 필요없게 됐을 때
 회사·상점 등에서 분뇨 처리의 [신청],[해약], [분뇨 처리 
　 간격 변경]을 할 때

 임시 분뇨 처리(공사현장의 
　 가설 화장실 등)가 필요할 때

(공익재단)후쿠오카 환경재단 업무과
（☎092-752-7860）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가정과 사업소는 [분뇨 처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각 구청의 생활환경과
(세이부 출장소는 시민상담계)
에 신청,신고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토·일·공휴일, 12월29일∼1월3일은 휴무
※회수 희망일의 3영업일 전까지 접수가능

이노구치 (井ノ口) 상회로 연락 주십시오. （TEL.092-671-3895）도로 등에 방치되어 주인이 없는 경우는 무료로 
수거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는 사체 1마리당 1,000엔에 수거합니다

≪접수시간≫ 
매일 8:30~17:30　1월 1일~1월3일은 휴무

※폐기물로 처분하므로, 매장·화장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민간 애완동물 영원· 
장례업자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개·고양이 등)의 사체

개인 자원봉사자가 도로 등 공공장소를청소하여 생긴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 배출일에 함께 배출하기 위한 봉투로 
「환경미화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생활환경과로.(→뒷 표지)

환경미화 봉투의 배부에 관해서

화장실 분뇨 처리 수수료 지불은
편리한 자동이체로!!

정화조 보수 점검,청소

300　

750　

150　

１인１개월당가정의 일반 화장실

일반 가정의 간이 수세식 화장실

회사· 상점· 가설 화장실 등 

※분뇨 처리는 매월 1회가 원칙입니다. 2회이상 분뇨 처리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
　료가 필요합니다.

１인１개월당

18ℓ당

구　 분 수수료

수수료는 2개월에 1회,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지만, 
편리한 자동이체 시스템도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세한사항은 （공익재단）후쿠오카 환경재단업무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화조는 보수 점검 및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구의 생활환경과로(뒷표지)

시가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에어컨
●텔레비전
    (브라운관식 · 액정식 · 플라스마식)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자동차　●오토바이 　●피아노 　●차·오토바이 타이어
●배터리　●농기구 　●소화기 　●토너　
●폐유(가솔린, 엔진 오일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등유통, 페인트통등　●농약
●압력 용기（헬륨 가스통, LP가스통등）

각 컴퓨터 회사에 의뢰하거나, 르넷 재팬리사이클 (주)의 회수 서비스를 이용해주십시오.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컴퓨터 (본체·모니터 등)

타이어,소화기,농약 등

※처리에는 「리사이클 요금」 과 「수거·운반요금」 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제조회사나 판매점에 처분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전문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가정 쓰레기 감량 추진과 또는 각 구청의 생활환경과(→뒷표지)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https://www.botankaishu.jp/m/top.php ※제품 번호가 CR, BR로 시작되는 동전형 리튬전지는「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050-3000-0727　
　https：//www.jarc.or.jp/motorcycle/

　☎03-5829-6773
　https：//www.ferpc.jp/

산화은전지,공기전지,알카리버튼전지는 
(일반사단법인) 전지공업회 회수박스에서 
회수합니다.

처
분
방
법

① 새로 구입할 때 수거를 의뢰한다.(구입한 판매점은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구입한 판매점에 연락하여 수거를 의뢰한다.(과거에 구입한 판매점은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수거 협력점(야마다 덴기）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로노시마( 小呂島 )는 후쿠오카시 어업 협동조합 오로노시마 출장소(tel 092-809-1560),
겐카이지마( 玄界島 )는 (주)교와산업(tel092-631-3910)에 상담해 주십시오.

④ 지정된 인수 장소에 에 직접 가지고 간다.
 가전 리사이클권 센터　https://www.rkc.aeha.or.jp/
 （☎0120-319-640　9 ： 00∼18 ： 00　※일요일,공휴일은 휴무）

※컴퓨터 리사이클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컴퓨터는 회수· 
리사이클 요금이 필요합니다.

※소화기는 (주) 소화기 리사이클 추진센터에서 지정된 
인수 장소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공익재단)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센터에서 
회수 장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리넷 재팬 리사이클 (주)

※자세한 신청 방법은 6페이지 「●택배를 이용한 회수」 를 참조

☎0570-085-800　https：//www.renet.jp/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 3 R 추진협회
　(제조업자 창구 검색·조립 컴퓨터 접수)

※요금에 대해서는 각 제조업자에 문의해 주십시오
☎03-5282-7685　https：//www.pc3r.jp/

리사이클
요금

품목·제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

수거·
운반요금
판매점에 따라 
다릅니다.（　  　　　）

배출자 (소비자) 
가 지불하는 요금
가전 재활용권의
사본을 받읍시다.（　  　       　）

LR000

알카리버튼전지

LR000

셀로판 테이프로 
전도를 막아 주세요.

공기전지

SR000

산화은전지

버튼형　전지 （형식기호 SR,LR,PR로 시작하는 것）

시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수거 의뢰는 협동조합 후쿠오카시 사업용 환경협회（13페이지）에 
문의바랍니다.

※전부를 사업용 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각 구의 생활환경과에 "병용세대"를 
신청하면 수거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뇨 처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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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

회사 · 상점 등의 쓰레기

회사·상점·병원 등의 사무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신문·골판지 박스·잡지 등은 폐지 수거업자나 허가업자에 
의뢰하는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합시다.

점포와 자택이 동일한 경우의 쓰레기

●가정용 쓰레기와 사업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점포와 자택의 쓰레기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할 수 없을 경우, 모두를 사업용 쓰레기로 
배출해주십시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수속을 해주십시오.

 전입으로 인하여 화장실 분뇨 처리가 필요하게 될 때
 전출로 인하여 화장실 분뇨 처리가 필요없게 될 때
 세대 인원수에 변경이 있을 때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어 분뇨 처리가 필요없게 됐을 때
 회사·상점 등에서 분뇨 처리의 [신청],[해약], [분뇨 처리 
　 간격 변경]을 할 때

 임시 분뇨 처리(공사현장의 
　 가설 화장실 등)가 필요할 때

(공익재단)후쿠오카 환경재단 업무과
（☎092-752-7860）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가정과 사업소는 [분뇨 처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각 구청의 생활환경과
(세이부 출장소는 시민상담계)
에 신청,신고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토·일·공휴일, 12월29일∼1월3일은 휴무
※회수 희망일의 3영업일 전까지 접수가능

이노구치 (井ノ口) 상회로 연락 주십시오. （TEL.092-671-3895）도로 등에 방치되어 주인이 없는 경우는 무료로 
수거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는 사체 1마리당 1,000엔에 수거합니다

≪접수시간≫ 
매일 8:30~17:30　1월 1일~1월3일은 휴무

※폐기물로 처분하므로, 매장·화장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민간 애완동물 영원· 
장례업자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개·고양이 등)의 사체

개인 자원봉사자가 도로 등 공공장소를청소하여 생긴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 배출일에 함께 배출하기 위한 봉투로 
「환경미화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생활환경과로.(→뒷 표지)

환경미화 봉투의 배부에 관해서

화장실 분뇨 처리 수수료 지불은
편리한 자동이체로!!

정화조 보수 점검,청소

300　

750　

150　

１인１개월당가정의 일반 화장실

일반 가정의 간이 수세식 화장실

회사· 상점· 가설 화장실 등 

※분뇨 처리는 매월 1회가 원칙입니다. 2회이상 분뇨 처리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
　료가 필요합니다.

１인１개월당

18ℓ당

구　 분 수수료

수수료는 2개월에 1회,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지만, 
편리한 자동이체 시스템도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세한사항은 （공익재단）후쿠오카 환경재단업무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화조는 보수 점검 및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구의 생활환경과로(뒷표지)

시가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에어컨
●텔레비전
    (브라운관식 · 액정식 · 플라스마식)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자동차　●오토바이 　●피아노 　●차·오토바이 타이어
●배터리　●농기구 　●소화기 　●토너　
●폐유(가솔린, 엔진 오일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등유통, 페인트통등　●농약
●압력 용기（헬륨 가스통, LP가스통등）

각 컴퓨터 회사에 의뢰하거나, 르넷 재팬리사이클 (주)의 회수 서비스를 이용해주십시오.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컴퓨터 (본체·모니터 등)

타이어,소화기,농약 등

※처리에는 「리사이클 요금」 과 「수거·운반요금」 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제조회사나 판매점에 처분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전문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가정 쓰레기 감량 추진과 또는 각 구청의 생활환경과(→뒷표지)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https://www.botankaishu.jp/m/top.php ※제품 번호가 CR, BR로 시작되는 동전형 리튬전지는「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050-3000-0727　
　https：//www.jarc.or.jp/motorcycle/

　☎03-5829-6773
　https：//www.ferpc.jp/

산화은전지,공기전지,알카리버튼전지는 
(일반사단법인) 전지공업회 회수박스에서 
회수합니다.

처
분
방
법

① 새로 구입할 때 수거를 의뢰한다.(구입한 판매점은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구입한 판매점에 연락하여 수거를 의뢰한다.(과거에 구입한 판매점은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수거 협력점(야마다 덴기）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로노시마( 小呂島 )는 후쿠오카시 어업 협동조합 오로노시마 출장소(tel 092-809-1560),
겐카이지마( 玄界島 )는 (주)교와산업(tel092-631-3910)에 상담해 주십시오.

④ 지정된 인수 장소에 에 직접 가지고 간다.
 가전 리사이클권 센터　https://www.rkc.aeha.or.jp/
 （☎0120-319-640　9 ： 00∼18 ： 00　※일요일,공휴일은 휴무）

※컴퓨터 리사이클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컴퓨터는 회수· 
리사이클 요금이 필요합니다.

※소화기는 (주) 소화기 리사이클 추진센터에서 지정된 
인수 장소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공익재단)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센터에서 
회수 장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리넷 재팬 리사이클 (주)

※자세한 신청 방법은 6페이지 「●택배를 이용한 회수」 를 참조

☎0570-085-800　https：//www.renet.jp/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 3 R 추진협회
　(제조업자 창구 검색·조립 컴퓨터 접수)

※요금에 대해서는 각 제조업자에 문의해 주십시오
☎03-5282-7685　https：//www.pc3r.jp/

리사이클
요금

품목·제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

수거·
운반요금
판매점에 따라 
다릅니다.（　  　　　）

배출자 (소비자) 
가 지불하는 요금
가전 재활용권의
사본을 받읍시다.（　  　       　）

LR000

알카리버튼전지

LR000

셀로판 테이프로 
전도를 막아 주세요.

공기전지

SR000

산화은전지

버튼형　전지 （형식기호 SR,LR,PR로 시작하는 것）

시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수거 의뢰는 협동조합 후쿠오카시 사업용 환경협회（13페이지）에 
문의바랍니다.

※전부를 사업용 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각 구의 생활환경과에 "병용세대"를 
신청하면 수거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뇨 처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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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의 쓰레기 배출방법을 소개합니다」

리필 상품

그린 에네파크 남부

후쿠오카도시권 
남부 공장

※위의 안내도 화살표 루트를 따라서 들어가 주세요

임시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 시설로 직접 가져가는 경우

시가 허가한 회수업자에 의뢰한다　※요금은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기 반입 쓰레기 사전 접수 센터

접수 시간/월요일~토요일 8 : 30 ~16 : 00,1월 1일~1월3일은 휴무
※쓰레기 반입 예정일 2주전부터 반입 예정시각 30분전까지 접수

협동조합 후쿠오카시 사업용 환경협회

시의 처리시설(쓰레기 반입에 대한 문의는 자기반입 쓰레기 사전접수 센터로)
접수시간 / 월요일 ~ 토요일 8 : 30 ~ 16: 00 (린카이 공장 9 : 30 ~ 15 : 30)  
휴무/일요일,1월1일∼3일

접수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 : 00 ~ 17: 00
 제 1·3·5 토요일 9 : 00 ~ 12 : 00

※단 공휴일은 제외함.

※12월31일은 전 시설 15시까지

주의 사항

※ 그 외 〔후쿠오카시 폐기물 (쓰레기) 반입 기준〕 (후쿠오카시 
환경국 홈페이지에 게재)에 따라 쓰레기를 반입하여 주십시오.

① 타인에게 쓰레기 반입을 의뢰해서는안됩니다
（시가 허가한 회수 업자는 제외）

② 사업자라고 의심되는 차량(덤프트럭,탑차, 
지게차, 회사 로고 차량)으로 가정쓰레기를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
연
성 

쓰
레
기

불
연
성 

쓰
레
기 

동부 공장((주)후쿠오카 
크린 에너지 건설 ·운영)

히가시구 가마타 
5초메 11-2  

린카이 공장 히가시구 하코자키후토 
4초메 13-42

그린 에네파크 남부
（후쿠오카 도시권 남부 
   환경사업조합 건설·운영）

세이부 공장
니시구 오아자 쥬로쿠초
1191

도자기, 
유리 등

도부 자원화 센터 히가시구 가마타 
5 초메 11-1

세이부 자원화 센터 니시구 오아자 쥬로쿠초
1191

도부 (후시타니) 
매립장

세이부 (나카타) 
매립장

가스야군 히사야마마치
오아자야마다 1431-1

니시구 이마즈 4439

선정한 나뭇가지와 목제품의 수용시설　※반입시간·요금은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기무라개발 (주)

나카야마리사이클산업 (주)

(유) 난부 그린 서비스

(주) 가지와라구미

사와라니시 조원협동조합

히가시구 히가시하마 2 초메 85-25

히가시구 하코자키후토 4초메 13-1

미나미구 오아자 가시하라 685

사와라구 오아자 오카사기 아자 나카바루 736

니시구 오아자 하네도 786-1

요금(쓰레기처리 수수료) 10kg마다 140엔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접수 시간／연중 24시간 접수 （보수 기간은 제외）

가스가시 오아자 
시모시로즈104-51

TEL 092-432-0123　FAX 092-432-0124

시설명 소재지

☎092-292-6470
☎092-292-8488
☎092-566-1328
☎092-801-0045
☎092-811-8231

FAX 092-651-2151
FAX 092-292-8678
FAX 092-566-1328
FAX 092-801-0399
FAX 092-836-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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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쓰레기 감량 추진과

세이부 출장소

니시구 세이부 출장소

수집관리과 

하카타구 자전거대책 ・생활환경과 

☎092-645-1061 FAX 092-632-8999

☎092-419-1068 FAX 092-441-5603

☎092-718-1091 FAX 092-718-1079

☎092-559-5374 FAX 092-561-5360

☎092-833-4086 FAX 092-822-4095

☎092-833-4340 FAX 092-841-6687

☎092-895-7050 FAX 092-882-2137

☎092-806-9430 FAX 092-806-6811

☎092-711-4039 FAX 092-733-5907

☎092-711-4346 FAX 092-733-5907

https://www.city.fukuoka.lg.jp/kankyo/
지역 별 쓰레기 배출일
연말연시나 재해시의 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한 정보 등

후쿠오카시 환경국 홈페이지

쓰레기 분뇨 처리에 관한 문의, 불법투기 등에 관한 상담

https://gomimail-kankyo.city.fukuoka.lg.jp/

쓰레기 배출일 메일 서비스

쓰레기 배출일을 메일로 알림

후쿠오카시 라인 공식 어카운트

LINE 공식 계정명：후쿠오카시（福岡市）
LINE ID：@fukuokacity

쓰레기 버리는 날을 라인으로 통지

https://kateigomi-bunbetsu.city.fukuoka.lg.jp/kr/
쓰레기 분별방법 (품목) 검색
자원물품　회수거점 검색 등

후쿠오카시 쓰레기와 자원물품 분별방법 · 배출 방법 정보 사이트

０９２-７１１-４０３９ ０９２-７３３-５９０７
kateigomi.EB@city.fukuoka.lg.jp

발행 : 후쿠오카시 환경국 가정용 쓰레기 감량 추진과

⊩810-8620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1초메 ８번１호

가정용 쓰레기 배출방법 2022년 2월 발행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는 수거안함. 자세한 사항은 시정 소식지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요일 밤

번째주 　요일 밤

     번째주 　요일 밤

가연성 쓰레기
（주2회）

불연성 쓰레기
（월1회）

빈 병·페트병
（월1회）

빈 병·페트병
（월1회）

가정용 쓰레기
배출방법

후쿠오카시 보존판

쓰레기 감량 심볼 마크 [카루 짱]

대형 쓰레기
〡 사전예약제 〡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092-731-1153

【접수시간】 월요일 ~ 토요일 9 : 00 ~ 1 7 : 00 (1 2 월 2 9 일 ~ 1 월 3 일은 휴무)

LINE 공식 계정명：후쿠오카시（福岡市）
LINE ID：@fukuokacity

친구 추가해 주세요!

쓰레기 
배출일을 
메일로 
공지

쓰레기 
분별방법
을  검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