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 예정일 2주일전부터 2일 전까지예약 가능

요금은쓰레기의양, 질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 업자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8월 1일 부터 대형 쓰레기 수집이 유료화 됩니다.

쓰레기 감량화・자원회에 협력부탁드립니다.

유료화전에는 신청 전화가 폭주할 수도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７월 ３１일 오후 ５시까지의 신청분은 무료로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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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깊이

높이대형 쓰레기「크기」는

세 변（폭, 깊이, 높이）

길이의 합계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신 컴퓨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등)

●가전 리사이클 법 대상품

（TV,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위험물（부탄가스, 도료, 가솔린, 유해 약품 등)

●처리가 곤란한 것(폐타이어,  원동기 부착 자전거,

오토바이,자동차 및 부품, 금고, 주차장용 카포트, 발전기, 

피아노, 엔진, 욕조, 드럼통 , 볼링 공, 전동 휠체어, 

간호용 침대 등)

●소화기

【대형 쓰레기 수집 관련】환경사업과 ０６－４３０９－３２００

【유료화 관련】 순환사회추진과 ０６－４３０９－３１９９

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2018년８월 부터

수집

※처리권은 400엔권한 종류입니다

○ 접수일시：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요 금：요금은 쓰레기 양, 질에 따라 다르오니 허가 업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히가시오사카 청소사업 협동조합 ☎06-6783-0053

○ 접수일시：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요 금：10킬로그램 당 90엔

○ 문의：히가시오사카 도시청소시설조합 ☎072-975-5341 (예약 전용 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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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개수를 구입하십시오

처리권은 한 장에 400엔짜리 한 종류입니다

・재발급이나 환불은 안됩니다

・한 번 붙이시면 뗄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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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깊이

높 높이

깊이폭

높이

깊이

※다음 신청은 , 수거가끝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후변경은 , 수집일 3일전( 토･일･ 공휴일 제외) 까지 가능합니다

◯처리권 스티커(금액) 필요 장수를 알려드립니다

◯수집일과 접수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확인 할 것
◯수집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개인주택인지 아파트인지

히가시오사카시

대형 쓰레기

처리권

아래 품목은 한 번에 여러개 배출해도 1점으로 칩니다.

판상형 물건
( 원목 발판, 베니어 판, 맹장지 등 )

( 야구 배트, 장대, 골프 채 등 )

막대기 형

※다다미는 2장에 1점으로 칩니다.

침구류

( 이불, 방석, 쿠션 등 )

이 부분을 대형 쓰레기에
붙이십시오

※취급점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처리권은 400엔권한 종류입니다

(묶은 채로 사이즈를 재십시오)

○ 접수일시：월~금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토요일은 쉽니다）

○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청각장애인이신 분은 FAX072-962-1673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