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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접수 가능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접속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쓰레기 수거 접수센터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수처

手数料券

스마트폰으로
보기

쉬워졌습니다.

인터넷 접수처

가정용 일반전화를 이용한 접수처

견본

https://s-kantan.com/kankyo-osaka-u/

대형 쓰레기 수거(유료)

1 수수료 확인 후, 취급점에서 품목 1점마다 「粗大
ごみ処理手数料券(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권)」
(이하 수수료권)을 구입해 주십시오. 수수료권은 
200엔, 400엔, 700엔, 1000엔의 4 종류입니다.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권의 구입 방법

한 번 붙이면 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수수료권(견본) 200엔권의 경우

청각·음성 기능·언어 기능 장애 등이 있는 분은
팩시밀리·엽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이름·대형 쓰레기의 품목과 크기, 
수량을 팩시밀리 용지·엽서에 적어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십시오. (팩시밀리의 경우는 팩시밀리 
번호도 쓰십시오.)
쓰레기는 집 앞(또는 지정 장소)에 

배출하십시오. 수거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용지에 "진입 불가"라고 적어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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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시밀리 번호로 송신해 주십시오.

접수센터에서 수거일·접수번호·품목별 
수수료를 팩시밀리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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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에 
엽서로 신청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센터에서 수거일·접수번호
·품목별 수수료를 엽서로 알려 
드립니다. (8페이지 참조)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오사카시에서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2페이지 참조)
　자원화 가능한 폐지는 폐지·의류 분리 수거에 배출해 주십시오. 또한,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는 재생자원 사업자에게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6페이지 참조)

배출 방법과 주의

①신청하지 않은 것, 수수료권이 붙어 있지 않은 것, 수수료가 
부족한 것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②침구류 등은 부피가 커지지 않도록 잘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③석유 난로는 등유와 전지를 빼고 배출하십시오.
④품목은 해체하더라도 해체 전의 요금이 징수됩니다. 단,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에 파손시킨 후에 배출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手数料券(수수료권)(스티커)에 접수 번호 또는 이름을 
기재하고 품목 1개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배출하십시오.

●접수센터에서 전달한 수거일의 오전 9시까지
집 앞(또는 지정 장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수거가 끝날 때까지 수수료권의 "購入者控（領
収書）(구입자 부본(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주의사항

대형 쓰레기 수거 접수센터

（　　　）통화료
무료

（　　　）통화료
유료0570-07-0053

월요일~토요일(국경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9시~17시
12월 29일~1월3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나 국경일 다음날 또는 접수 개시 직후에는 신청이 많아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
수
일

접수센터가 
전달하는 항목
●수거일
●접수 번호
●품목별로 필요한 
요금

접수센터가 확인하는 항목
●주소　●이름
●전화번호(연락처)
●쓰레기장 장소
●대형 쓰레기의 품목과 크기, 수량
※같은 품목이라도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다른 것이나 대형 쓰레기의 
품목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폭·깊이
·높이의 합계로 요금 설정을 하고 
있으므로 크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120-53-4153
(통화료 무료) (일본어만 가능)

※신청한 지 4일 후 이후(일요일이 껴 있는 경우는 5일 후 이후) 수거합니다. 또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라면 희망하는 
수거일(일요일을 제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레아이 수거(1페이지 참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 사는 곳의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8페이지 참조)로 연락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를 받고 계신 분,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 귀국한 중국 잔류 일본인 및 특정 배우자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지원 급부가 
결정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참조)

※회사나 상점 등 가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0120-79-0053

팩시밀리의 경우 엽서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로 최대 변 또는 지름이 30cm를 넘는 것 또는 막대 모양으로 1m를 넘는 것.
또, 가정의 이사, 대청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유료로 수거합니다.
품목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형 쓰레기 수거 접수센터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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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권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구입 
시에는 틀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수수료권은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분실·
파손·잘못 붙임 등이 없도록 하십시오.

●수수료권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수수료권은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주십시오.

大阪市

取扱店

粗大ごみ処理
手数料券

2 수수료권은 "粗大ごみ処理手数料券取扱店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권 취급점)"의 스티커 
표시가 있는 오사카 시내의 편의점, 슈퍼마켓, 
우체국(오사카키타우체국, 
신오사카우체국 및 간이 
우체국을 제외), 각 
환경사업센터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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