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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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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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칙을 지키도록, 분리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예: 일반 쓰레기 
속에 재자원화 가능한 것이 다량 섞여 있는 경우 등)에는 계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분리배출 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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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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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수거 지역은 12시 30분까지

쓰레기를 배출해 주십시오

2021년 7월 1일(목)부터 쓰레기 수거 개시 시간이
9시에서 8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후 수거 지역은 12시 30분까지

※2022년 4월 1일경에는 수거 시간대를 대략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나누어 고지할 예정입니다.

에서 다운로드

가정용 오사카시 환경국

환경국 홈페이지  https://www.city.osaka.lg.jp/kankyo/index.html 2021년 10월 작성

2021년 7월 1일(목)부터 각 지역의 쓰레기 수거 
시간대(오전·오후)를 환경국 홈페이지와 쓰레기 
분리촉진 앱「산아∼루」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꼭 
활용해 주십시오.

환경국 홈페이지
쓰레기 수거 요일 목록

에서 다운로드

산아~루
배포 중

®

오전 수거 지역은 8시 30분까지

가정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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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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