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감량과 분별 배출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히라카타시 환경부



수거일 오전 8시 45분까지 내 주십시오.

- 1 -



가죽,플라스틱, 

고무, 스폰지, 

발포 스티롤 등의 제품

현관 매트,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DVD, 

플라스틱제 라이터,

일회용 핫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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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횟수, 낼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이름�접수 번호가 기입된 종이를 1개마다 붙여 주십시오.

① 1세대, 월 1회 6개까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횟수가 월 1회를 넘거나 신청 갯수가 6개를 넘는 경우는

     「임시 쓰레기」 로 처리됩니다.

② 잡쓰레기의 갯수 세는 방법

① 비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붙인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② 이름과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름�접수 번호가 기입된 종이를 반드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풀리에틸렌 봉지에 넣어서 배출(1봉투가 1개)

45리터 이하의 풀리에틸렌 봉지(무색 투명�백색 반투명) 를 사용하여 산란 방지를 위해 봉지에서 삐져 나오지 않도록 한 후,

봉지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내 주십시오.

세로�가로�높이의 합계가 1.3미터 이내의 상자를 사용하여 내용물이 상자밖으로 삐져 나오지 않도록 한 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자를 봉하지 말고 내 주십시오.

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것을 1.5미터 이하의 끈으로 묶은 것.

※ 한 본지의 무게는 10킬로그램 이하로 해 주십시오.

● 골판지 상자에 넣어서 배출(1상자가 1개) ※ 한 상자의 무게는 10킬로그램 이하로 해 주십시오.

● 끈으로 묶어서 배출(1다발이 1개)

● 단품으로 배출(1대가 1개)

※ 한 다발의 무게는 10킬로그램 이하로 해 주십시오.

(배출예)

(배출예)

(배출예)

1미터 미만 1미터 이상

(배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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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45분까지 집 앞(또는 지정 장소)에 내 주십시오.

- 4 -



- 5 -



- 6 -



「대형 쓰레기 예약 센터」가 알려 드린 수거일의 오전 8시 45분까지 집 앞
 (또는 지정 장소)에 내 주십시오.

사이즈 판단 품목중 간단하게 분해할 수 있는 것은, 1m미만 으로 분해하면
「잡쓰레기」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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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쓰레기 예약 센터」가 알려드린 수거일의 오전 수거분은 오전 8시 45분

  까지, 오후 수거분은 오후 1시까지 집 앞(또는 지정 장소)에 내 주십시오.

환경총무과 전화072-807-6211로 문의해 주힙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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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은 오후 4시까지 신청된 것은 당일중에 수거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된 것은  다음날 오전중에 수거합니다.

(단, 슴요일 오후 4시 이후의 신청분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중에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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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07-6211환경부 감량업무실(호타니가와 청소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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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르피스 (주)

(주) 크린즈

스미요시 에코 서포트 (주)

히라카타 넷투루비노 (주)

(주) 어번 키프

(주) 캐리어 테크노

(주) 코즈믹

도시 크리에이트 (주)

072-859-0300

072-864-0082

072-859-5831

072-868-3022

072-866-0407

072-857-0011

072-808-9108

072-89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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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엔

(세금 포함)

   972엔

(세금 포함)

15형 이하 1,836엔

16형 이상 2,916엔

     (세금 포함)

170L 이하 3,672엔

171L 이상 4,644엔

(세금 포함)

0120-319-640

텔레비전(브라운관식,
 액정식, 플라스마식)

세탁기
(빨래건조기를 포함)

가전 재활용 대상 품목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가전 소매점에 인수를 의뢰할
경우

인도할 때에
「수거・운반 요금+리사이클
요금」을 지불한다

가전 소매점이 대상 품목을
가정으로부터 인수하여
지정된 인수 장소로 운반

지정인수장소로 지참할 때

사전에 우체국에서
「리사이클 요금」을 
불입한다

제조 메이커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지정 인수 장소에 
수락 시간 등을 확인하고 나서
반입한다

냉장고 및 냉동고 에어콘

또는

수거

가전 소매점

가정에서 인수,
지정인수장소로

지참
지참할 때는 반드시 
지정인수장소에
수납시간 등을 확인해주십시오.

운반

지정인수장소

 
 

 

 
 

 
 

.

코후지물류 (주)
히라카타시 
카스가니시마치
3-45-1
전화
072-808-3611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지참에 한합니다.

※메이커 등을
   불문하고
   지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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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수거, 감량?리사이클, 반출 서포트 수거에 관하여 감랑 업무실  전화 072-849-7969

○ 쓰레기 처리 시설 견학에 관하여  호타니가와 청소공장  전화 072-849-0200

 동부청소공장  전화 072-858-6962

○ 쓰레기의 처리 수수료(쓰레기 처리권)에 관하여 환경 총무과  전화 072-807-6211

○ 도로옆 개천이나 어린이 놀이광장 등, 광역에 걸친 여러 공공 장소에 대한 일제 청소

○ 어답트 프로그램　 환경 총무과  전화 072-807-6211

※ 단, 공단이나 부영 주택, 맨션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각 관리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 관리하는 도로옆 개천의 청소 도로하천보수과  전화 072-841-1476

○ 지역 공원 어린이 놀이광장･녹지공원 공원녹화추진실  전화 072-841-1482

○ 하수도･수로의 청소 하수도 시설 유지과  전화 072-841-1221(대표)

○ 후나바시카와･호타니카와･아마노카와의 하천, 부도･국도(국도 1호, 제2 케이한을 제외)의 청소

 오사카부 히라카타 토목 사무소  전화 072-844-1331(대표)

○ 시도･공원･수로 등의 공공 장소 환경 총무과  전화 072-807-6211

○ 도로･공원･수로 등의 공공 장소 및 민간 소유지 등 히라카타 경찰서  전화 072-845-1234 (대표)

 가타노 경찰서  전화 072-891-1234 (대표)

○ 쓰레기 집적 장소 감량 업무실  전화 072-849-7969

○ 후나바시카와･호타니카와･아마노카와의 하천, 부도국도(국도 1호, 제2 케이한을 제외)

 오사카부 히라카타 토목 사무소  전화 072-844-1331(대표)

○ 요도가와 국토 교통성 요도가와 하천 사무소 히라카타 출장소  전화 072-841-5362

 (야간) 요도가촤 하천 사무소  전화 072-843-2861

쓰레기에 관한 문의처

지역 청소에 관한 문의처

불법 투기에 관한 문의처

히라카타시 환경부

우편번호 573-1162 히라카타시 타구치  5쵸메 1-1

URL http://www.city.hirakata.osak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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