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쓸 수 있는 
의류는 벼룩시장에 
출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한다.
티셔츠 1장 
약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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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가정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시에서는 유한한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등 환경에의 부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는 모든 시민이 "쓰레기는 분리한다"라는 

규칙을 지키도록, 일반 쓰레기 속에 분리수거 대상 품목인 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의류, 대형 쓰레기가 섞여 있는 
등 분리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계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해가지 않음으로써 분리배출 규칙의 철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욱 쓰레기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는 배출자 본인이 가져가 다시 올바르게 

분리하여 일반 쓰레기, 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
의류 각각의 수거일에 다시 배출해 주십시오.]

“내용물이 보이는 쓰레기 봉투(투명 또는 반투명)”
에 의한 배출 지정 제도

일반 쓰레기, 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의류 분리수거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쓰레기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봉투, 
종이박스나 종이봉투 등은 수거할 수 없으므로 쓰레기 배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 부  확 인 의  통 보  서 비 스

쓰레기 반출 서비스(후레아이 수거)
오사카시에서는 쓰레기 수거 시, 독거노인(65세 이상이신 분)과 
노인 가구,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일정 
장소까지 들고 나갈 수 없다." "쓰레기를 아파트 쓰레기 배출 장소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 등 쓰레기 반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환경국 
직원이 무료로 가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후레아이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의류를 가정까지 방문하여 
수거하는 외에 대형 쓰레기의 반출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참조)

후레아이 수거 시에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환경국입니다. 쓰레기를 가져가겠습니다." 등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다", "약속한 요일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다" 등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미리 등록하신 연락처로 

환경사업센터가 안부 확인을 

하도록 통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천연자원의 유효 이용 
및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3R(Reduce:쓰레기 
발생의 억제, Reuse:재사용, 
Recycle:재생 이용)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함으로써 한층 더 
쓰레기 감량을 진행합시다!

※만일 한 가구당 매일 100g의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면 연간 약 5.3만 톤의 쓰레기 감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0gX145만 가구X365일=약 5.3만 톤)

쓰 레 기  감 량 을
위 해  노 력 합 시 다 !

●자원 쓰레기와 용기 포장 플라스틱은 분리해서 배출한다. 

●신문·잡지·종이박스 등의 
폐지와 의류에 대해서는 폐지·
의류 분리 수집에 배출하거나 
자원 집단 회수 등에 양도한다.

발생 억제·재사용 재활용

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의류

분리배출의 
철저를!

●재사용 가능한 
리턴어블 병에 
들어있는 상품을 
골라 반환한다.
맥주(중) 병 1개 
약 350g

ス〡パ〡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를 지참하여, 
일회용 비닐봉지를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 
일회용 비닐봉지 
1장 약 10g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쓸데없는 식품을 사지 
않도록 한다.
밥 한 공기 
약 140g

App Store의 QR코드
(iPhone 이용자)

●쓰레기 분리 검색 및 수거일의 알림 등의 기능이 
iPhone·Android 탑재 단말에서 이용 가능

Google Play의 QR코드
(Android 이용자)

배포 중
쓰레기 분리 앱 “산아~루”

오사카시 환경국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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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수거일 오전 9시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