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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쓰레기수거 중단 안내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위험한 것이나 처리가 곤란한 것은 수거 차량의 화재 사고, 
근로자의 부상 사고, 처리 시설의 고장 등의 원인이 되므로 
쓰레기로 배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오사카시에서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 팸플릿에 관한 문의: 환경국 사업부 사업관리과. ☎06-6630-3226

■위험한 것이나 처리가 곤란한 것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

오사카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것 (판매점·제조사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해로운 약품류　●부탄가스　●소화기　●배터리　●휘발유　
●등유　●시너　●폐유　●오토바이　●미니 오토바이　●
금고(휴대용 금고 제외)　●피아노　●자동차용 타이어　●도료등

태풍으로 인해 오사카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 다양한 위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쓰레기수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수거가 중단되어 회수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수거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중단기준) 수거 당일 6시를 기준으로 오사카시에 평균 풍속 
30미터 이상의 강풍이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이 
쓰레기수거를 중단합니다. 

종일 작업 중단작업 중단 내용 12시부터 작업 중단
강풍이 예상되는 시간대 9시부터 15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

■기타 ●단추형 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아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점·제조사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주요 시민 상담 창구(참고)

㈜소화기 리사이클 추진센터
※소화기 처분 방법이나 
　특정 창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06〡6264〡7888
06〡6251〡5179

0120〡14〡9996

03〡5829〡6773

050〡3000〡0727

06〡6228〡6767

(일반사단법인) 전지공업회
03〡3434〡0261

(일반사단법인) JBRC
03〡6403〡5673

연락처(일본어만 가능)상담 창구품　　목
L P  가 스 통

소 형  충 전 기

버 튼  전 지

오토바이·미니 오토바이

소 화 기

금 고

고 압  가 스 통

부 탄 가 스
(내용물을 완전히 다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긴키 고압가스 용기관리위원회
(일반사단법인) 오사카부 LP가스협회

(일반사단법인) 일본 가스석유기기 공업회 [부탄가스 고객센터]
※가스 빼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리사이클 콜센터

오사카 세이프·퍼니처 협동조합

가까운 시계점·전기 기구점·슈퍼 등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 전지 수거함"에 투입
※리튬 코인 전지(형식 번호 CR 및 BR)은 "일반 쓰레기" 수거에

가까운 리사이클 협력점(전기 기구점·
슈퍼·홈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식 전지 리사이클 박스”에 투입

㈜소화기 리사이클 
추진센터 홈페이지

(일반사단법인) 
JBRC 리사이클 
협력매장 검색 
페이지

06－6685－1271
06－6685－1282

쓰레기 등 문의

진공식설비문의
06－6612－4981

■쓰레기 반입의 접수 공장

06-6472-3000

06-6463-4153

니시요도 공장

마이시마 공장

명칭 전화번호 주의해 주십시오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체 인수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료)
또, 주인을 알 수 없는 도로상의 
개·고양이 등의 사체에 
대해서도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매몰, 불공을 원하실 경우에는 
민간의 동물 화장장 등에 의뢰해 
드립니다.

재택 의료에 따른 주삿바늘 등의 처리
재택 의료에 따른 주삿바늘이나 감염성 폐기물은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 기관에 반납하고 쓰레기로 배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법 투기는 그만!

쓰레기 불법 투기는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남에게 
폐를 끼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발견하신 
분은 경찰, 혹은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쓰레기의 반입
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경우는 전화 연락 후, 유료로 소각 공장에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단, 반입은 1일 1회 1대입니다. (4t 차량까지 한정)

사전에 반입일 등을 사는 곳의 구를 담당하는 소각 공장(하기)에 예약해 주십시오.

※예약 접수 시간  9시~12시·13시~17시(토·일요일, 국경일, 연시를 제외)
※반입시간          9시~11시·13시~15시(월·토·일요일, 국경일, 연시를 제외)

※최대 조각이 1m를 넘는 쓰레기 등

최대 조각이 1m를 넘는 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파쇄 처리가 필요하므로 
마이시마 공장(06-6463-4153)에 
문의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수거 신청은 으로!0120-79-0053
※휴대전화로의 신청은 0570-07-0053 (통화료 필요)

오사카시 서남 환경사업센터
⊩559-0023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이즈미 1-1-111

오사카시 남항 관로수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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