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의류 분리 수거(주 1회)

대상 품목

대상 외의 것

●①에서 ⑥의 대상 품목별로 6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도 수거합니다.
●다른 쓰레기 수거와 수거일이 겹치는 경우는조금 떨어진 장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대상 외의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2페이지 참조)
●더러운 것은 품목과 관계없이 대상 외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2페이지 참조)

이사, 대청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폐지·의류를 배출하는 경우는 재생자원 사업자에게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요금과 수거 조건에 대해서는 업자마다 다르므로 재생자원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자원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국 홈페이지（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182430.html）
　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는 환경사업센터(8페이지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회수·자원 집단 회수를 지원합니다

※배출 방법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폐지·의류는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계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창문 봉투의 셀로판 부분은 
떼어서 일반 쓰레기로)

이들 종이는 종이로써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커뮤니티 회수·자원 집단 회수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활동에 폐지·의류를 배출해 주십시오.
오사카시에서는 커뮤니티 회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십시오)

(택배의 복사 전표 등)

"신문·전단지""종이박스""종이 팩""잡지" 이외의 
종이는 "기타 종이"로 배출해 주십시오.

랩 심

정찰

달력·종이류 파일

포스터
휴지 심
접착테이프 심

폐지·의류의 반출 행위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오사카시에서는 2017년 4월 1

일부터 폐지·의류의 취급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반출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출  행위자를  목격·발견했을  

때에는 직접 말을 걸지 말고 목격·
발견한 장소, 시간, 특징(차량 번호 등) 
등을  사 는  지역을  담당하는  각  
환경사업센터(8페이지 참조)로 연락해 
주십시오. 순회 순찰이나 단속에 관한 
귀중한  정보원이  되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시나 커뮤니티 회수 등에서 배출되는 
상기의 ①~⑥까지 대상 품목이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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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한 종이

　세탁, 건조한 후, 내용물이 보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십시오.
　비 등으로 의류가 젖지 않도록 봉투의 
입구를 잘 닫아 배출하십시오.

요일

●만화책　●단행본　　●카탈로그
●교과서　●팜플렛 등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마크가 있는 것

●재킷　　●셔츠　　　●바지
●스웨터　●스커트 등

솜이 들어있는 것

①신문·전단지 ②종이박스 ③종이 팩

④잡지 ⑥의류⑤기타 종이

종이봉투

다이렉트 메일종이 상자 (접어서 배출)

포장지

복사 용지

메모 용지

엽서、봉투

②종이 박스

③종이 팩

④잡지

⑥의류

⑤기타 종이
알루미늄 코팅된 것
왁스 가공된 것

안쪽이 알루미늄 코팅된 것

종이 이외의 부분
잡지의 부록(DVD 등)
비닐이나 천으로 만든 표지 등

작업복 다운재킷
가죽제 의류
비닐제의 것
의류 이외의 것(수건·시트·커튼 등)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부착된 
종이

일회용 
기저귀

티슈 등의 
위생지

방수 가공된 종이
(종이컵, 컵라면,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용기 등)

감열지
(팩스 용지, 
영수증 등)

은종이
날염지
(다리미 인화지 등)

감열 발포지
(점자 등에 사용하는 
가열하면 부푸는 종이)
(택배의 복사 전표 등)

냄새가 나는 종이
(세제나 모기향의 종이 상자, 
비누 포장지 등)

압착 엽서

사진, 사진 
프린트 용지
카본지, 
논 카본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양을 1/4
로 접어,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십시오.

또는, 신문 판매점에서 배포하는 투명 
혹은 반투명의 신문 회수 봉투로 배출해 
주십시오.

점착 테이프·카본지(택배표 등)를 떼고, 
반드시 접어서 10장 정도까지 끈으로 
묶은 뒤 배출하십시오.
※쉽게 뗄 수 없는 금속제의 고정구는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로 씻고, 잘라 펼쳐서 건조한 후, 끈으로 
묶거나 내용물이 보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십시오.

이 마크 중에는 종이로써 재활용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므로, 마크가 붙어 있어도 다음의 것은 
대상 외입니다.

끈으로 묶거나 내용물이 보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십시오.

오사카시 홈페이지
쓰레기수거 요일별 안내

(금속이나 플라스틱 고정구는 
분리하여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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