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거점 회수에 대해서

회수 박스

●더러움 등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
●소리나 빛이 나는 그림책
●스티커 그림책
●도감·만화　●입체 그림책
●찢어지거나 낙서 등이 있는 그림책
●이름 등 개인 정보가 기재된 그림책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휴대전화 단말 컴퓨터
(태블릿 단말을 포함)

전화기·팩시밀리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DVD 플레이어 등 
영상용기기

라디오IC 레코더, 헤드폰 및 이어폰 등 
음향기기

각종 메모리(하드 디스크, 
USB 메모리, 메모리 카드)

전자 서적 단말

전자사전

계산기

전자 혈압계

전자 체온계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등 이용용 기기

회중전등

시계

게임기 휴대 게임기

오디오 등 차량 기기 이들의 부속품(리모컨, AC 어댑터, 
케이블, 충전기)

。
내비게이션

전지·전기로 움직이며, 회수 박스의 투입구(15cm×30cm)에 
들어가는 크기의 사용이 끝난 소형 가전

●리넷재팬사이클㈜

거점 회수함 〇 〇 〇

소형 폐건전지함 〇 〇 〇 〇

접수회수 〇

기타 회수 방법
·시와 연계된 국가공인사업자가 400개 품목 
　이상의 소형 가전을 택배로 회수합니다.
　(일부 무료)

●(일반사단법인) 컴퓨터3R추진협회

회수 품목 목록

●携帯電話やデジタルカメラなどの小型家電にはレアメタルなどの貴重な資源が
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これらをリサイクルすることにより、ごみの減量と資源の再生利用が進みます。사용이 끝난 소형 가전 含まれており、この大切な資源を再生利用

(스마트폰 포함)

회수 박스 오사카시 거점 회수 로 검색

●

０５７０ｰ０８５ｰ８００
call@renet.jp

０３ｰ５２８２ｰ７６８５

임부복·유아복·아동복·그림책(재사용)

■형광등관의 배출 방법

●전구

●LED
●전자 체온계
(사용이 끝난 소형 가전의 회수 박스에)

●점등관

건전지 형광등관·수은 체온계

●알칼리·망간의 통형 건전지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버튼 전지 ●충전식 전지

형광등관은 파손 방지를 위해 종이 상자나 지관에 
넣거나 신문지 등으로 싸서 가져와 주십시오. 또, 
어린이 혼자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은 체온계

●형광등관

●직관·곡관
　(서클라인)

●볼형 
　형광등

ink

건전지는 이산화망간, 아연, 철, 탄소 막대기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수된 건전지는 철제품과 아연 주괴의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형광등관은 대부분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수된 형광등관은 
글라스울(단열재)과 수은으로 재활용됩니다.

잉크 카트리지는 재생 
카트리지로 재사용되는 
외에 볼펜 등의 재료로서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됩니다.

잉크 카트리지(순정 한정)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시오.※처리에 대해서는 상담창구에 문의(8페이지 참조)

접수 가능한 것 접수. 불가능한 것

접수 가능한 것

접수 가능한 것 접수. 불가능한 것

설치시설 목록은

※회사나 상점 등 가정용 이외의 배출쓰레기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시청(본청) 일부 슈퍼마켓환경사업센터 오사카부청(별관)구청(출장소 포함)

전지를 분리한 뒤, 재활용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에 근거하여 컴퓨터 제조사 등이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회수·
리사이클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이전에 구입한 경우 등, 일부 유료)

접수 회수 [환경사업센터]
건전지·형광등관·수은 체온계·수은 혈압계·수은 온도계·잉크 카트리지

임부복·유아복·아동복·그림책

접수 가능한 것 접수. 불가능한 것
●더럽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량이라도 
접수합니다.
●가지고 오시기 전에 세탁
등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임부복 등은 환경사업센터(8
페이지 참조) 등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전시·제공(무료)하고 
있습니다.
●실시일: 매달 제3 토요일
●전시·제공 시간: 10시~12시, 13시 30분~16시
●제공 점수: 하루 1회 방문으로 1명당 2점까지

환경사업센터(8페이지참조)에서는월~토 8시 30분~17시사이, 시민여러분의반입을접수하고있습니다. ※국경일도접수하고있습니다. (연말연시를제외)

임부복·유아복·아동복 및 형광등관은 거주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센터에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직원이 직접 방문 수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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