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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리사이클 요금을 지불

우체국에 비치된 "家電リサイクル券(가전 리사이클권)"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리사이클 요금을 납부. (별도, 납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직접 운반할 수 없다

지정 인수 장소(※)에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에어컨·텔레비전·냉장고
냉동고·세탁기·의류 건조기

（※）　지정 인수 장소, 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국 홈페이지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의 배출 방법"
　　　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369358.html 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쓰지 않게 된 에어컨·텔레비전·냉장고 및 냉동고·세탁기 및 의류 건조기의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은 새로 교체하는 경우나 과거에 구입한 
판매점 등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판매점 등이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거해 가도록 의뢰하십시오. 오사카시에서는 인수나 수거·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교체 이외에 과거 구입한 판매점 등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조사의 리사이클 요금 기준(2021년 10월 1일 현재)

990엔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1，870엔 2，970엔 4，730엔3，740엔 2，530엔
15인치 이하 16인치 이상 170ℓ 이하 171ℓ 이상

■리사이클 요금의 문의처(일본어만 가능)

가전 리사이클권 센터

　　　0120-31-9640　　03-3903-7551

처분하는 대상 품목의 확인

제조사나 규격(크기 등)을 확인해 
둔다.

허가 업자(※)에게

처분할 대상 품목과 미리 리사이클 요금을 지불한 "家電リサイクル券
(가전 리사이클권)"과 함께 지정 장소에 반입해 주십시오.

오사카시 일반폐기물(쓰레기) 수거 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허가 업체』에 
운반을 의뢰하십시오.
운반 요금을 허가 업체에게 지불하고, 처분할 대상 품목과 미리 리사이클 요금을 
지불한 "家電リサイクル券(가전 리사이클권)"을 허가 업체에 전달하십시오.

주요 쓰레기

진공식 설비로 수거하는 품목

잡쓰레기로 수거하는 품목

※본 시스템은 더스트슈트에 투입된 쓰레기(주로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용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더스트슈트에 투입 가능한 쓰레기 크기는 지름 30cm 이내입니다. 

배출 시 주의사항주요 쓰레기
전기기구류 일　용　품

스포츠용품

●

　컵, 유리잔

●

●

●전기포트

●커피메이커

●전기레인지

●전기핫팩

●다리미

●믹서기
●

공류

●신발·장화

●우산

●옷걸이

●화분
　(흙이 없는 것)

●대공구류
　(대패·망치 등)

　　
●원예용품
　(호스·물뿌리개 등)

　　

요청사항

●방석·쿠션·인형 등 신축성이 강해 투입구를 막는 것

배출 시 주의사항

●부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낡은 걸레
●청소기 종이팩

●장난감

●

글로브

●양동이

24시간 언제라도 투입 가능합니다!

신발·장화

　　

장난감

30cm

30cm

●분리배출 대상 품목(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의류)

식　기　류

　밥그릇
　접시

수거일(주 1회) 오전에 수거하는 지역은 8시 30분까지 
오후에 수거하는 지역은 12시 30분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분리배출 대상 품목(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의류)

●도시락통
●물통
도시락통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 진공식 설비의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 투입하지 마십시오.

요일 오사카시 홈페이지
쓰레기수거 요일별 안내일반 쓰레기 수거(주 1회)

진공식설비로수거하는것은부엌쓰레기외에투입구에들어가는크기로
대략다음과같은품목입니다. 투입구보다큰것은넣지마십시오.

●기름, 음식물 찌꺼기, 
오염물 등이 묻은 종이
●방수 가공된 종이 재질 
용기

●칫솔이나 볼펜 등 
작은 플라스틱 제품
●도시락 스푼·포크
●음료팩 빨대

●수분을 제거한 후 투입해 주십시오.

●45ℓ 이상의 쓰레기 봉투는 더스트슈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소분하여 투입해 주십시오.

●성냥·불꽃놀이·라이터 등은 다 사용한 후, 불씨가 
있는 것은 완전히 끄고 나서 배출해 주십시오.

●식용유 등은 종이나 천에 흡수시켜 소분하거나 
응고제로 굳힌 후, 비닐 봉투에 넣어 투입해 주십시오.

●점착성이 있는 접착제 등은 다 사용한 후, 봉투 등에 
넣어 더스트슈트에 투입해 주십시오.

●종이 기저귀 등은 오염물을 제거한 후, 비닐 봉투 등에 
싸서 배출해 주십시오.

다음 품목은 더스트슈트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잡쓰레기란? 각이 있는 모양으로 크기 30cm 이내 또는 막대 모양으로 길이 1m 이내로 더스트슈트에 투입할 수 없는 것.

●칼 등 날카로운 것은 
두꺼운 종이에 싼 후 
「위험」이라고 표시해서 
배출해 주십시오.

부엌 쓰레기 등 
더스트슈트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잡쓰레기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최대 변 또는 지름이 
30cm를 넘는 것 또는 
막대 모양으로 1m를 넘는 
것은 잡쓰레기로 수거할 
수 없으니 대형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배출 방법은 
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 섞인 경우나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 이외의 것으로 배출된 경우는 계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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