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재활용

전자제품의 올바른 재활용은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독성 물질을 적절하게 취급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귀금속 공급원을 제공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eCYCLE DC
컬럼비아 특별구(DC)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는 DC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너지 환경부(Department of Energy
& Environment, DOEE)가 본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민- 전자제품의 재활용 방법 알아보기
제조업체- 제조업체 등록 및 수거 요건 알아보기
소매업체- 소매업체의 책무 알아보기
리소스- eCYCLE DC 와 관련된 중요 문서 확인하기

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적용 대상 전자장비’ 또는 CEE)은 무엇인가요?
•
•
•
•
•
•
•
•
•
•
•

컴퓨터(6 인치 이상 화면을 보유한 노트북, 태블릿, e-리더 포함)
컴퓨터 마우스
DVD 플레이어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
게임 콘솔
키보드
모니터(6 인치 이상의 화면)
프린터
TV(6 인치 이상의 화면)
VCR(비디오카세트 녹화기)
그 외 품목

- 해당 전자제품('적용 대상 전자장비')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자세히 보기>>
적용 대상 전자장비는 다음 장소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합니다.

1. 아래 명시된 eCYCLE 수거 이벤트
- 해당 이벤트는 중고 전자장비를 수거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 있는 수거장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운영하며 DOEE 가 관리감독합니다.
- 해당 이벤트에서는 적용 대상 전자장비에 한정하여 수거합니다.
2.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베닝 로드(Benning Road) 환승역 전자제품 수거장
- 베닝 로드(Benning Road) 환승역 주소는 3200 Benning Rd NE 입니다. 전자제품 수거는 매주
토요일, 오전 7 시~오후 2 시(공휴일 제외) 및 매월 첫 토요일이 있는 그 주의 목요일, 오전
10 시~오후 2 시(공휴일 제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수거장은 2021 년 10 월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 본 지점에서는 여기에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은 적용 대상 전자장비를 수거합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DC 웹사이트의 ‘What Goes Where(종류별 폐기 장소)’ 도구를 이용하여
eCYCLE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데이터가 수록된 전자장비별 다음 모범 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 수거처리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해 제품을 분리 배출하기
전에시중에서 판매되는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장비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제품 재활용 시 수칙은 재활용 관리자가 데이터가 수록된 전자 장비에서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것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을 위한 2022 년 eCYCLE 수거 이벤트*
해당 이벤트에서는 오직 DC 거주 가구, 소규모 비영리단체, 소기업의 적용 대상 전자장비(TV, 컴퓨터
및 상기 명시된 그 외 품목)만 무상으로 수거됩니다.
https://doee.dc.gov/ecycle
*추가 이벤트가 곧 게시됩니다.
추가 eCYCLE DC 이벤트가 게시되거나 상기 이벤트 세부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알림을 받고 싶으신가요? 알림을 받으시려면 'Add to List(목록에 추가)'라는 제목으로 거주지
구(Ward) 정보를 포함하여 productstewardship@d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에는 분기마다 각 구(Ward) 별로 2 회의 eCYCLE 수거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기: productstewardship@d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지속가능 소재 관리
재활용, 폐기물 및 유해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유해물질 - 사업장용
DPW 재활용 및 퇴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