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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 수거 품목(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분 류 품 명 비 고

4대 가전제품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 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일반 가전

전기오븐렌지

이외 가전은 해당 읍 · 면 · 동에 문의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구형오디오(전축)세트

PC세트

전자레인지

병행배출품목 중 5개이상 다량배출품목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바로보기

예약접수방법

유선 예약

콜센터 : 1599 - 0903
평일(월∼금) : 08시00분 ~ 18시 00분
토ㆍ공휴일 : 08시00분 ~ 12시 00분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 1일(신정),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수거 방문일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도서지역 제외

 >  > 분야별정보 환경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http://www.yeosu.go.kr)

/www/sphere
/www/sphere/environ
/www/sphere/environ/pickup_waste
/contents/2350/pickup_waste_2023.pdf


인터넷 예약 (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바로가기(www.15990903.or.kr) )

     

인터넷 접속 : 폐가전 배출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출예약 메뉴로 이동 후 성명, 비밀번호, 연락처, 주소 입력
배출품목지정 (예약) : 품목과 수량 선택 후 확인 클릭 → 희망배출일, 시간 선택 후 저장 클릭
신청완료 (확인) :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방문일정을 확정합니다.
수거단계 (일정 조정) :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 전일 수거담당자를 배정하여 문자서비스 (SMS)가 발송됩니다. 당일 방문 전
에도 확인 안내 드립니다.

SNS 예약(카카오톡)

수거방법 및 유의사항 등

항 목 세 부 내 용

수거 방법 가정 내 방문 수거 또는 현관문 앞(문전수거) 수거 사전 선택 가능

유의 사항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임의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훼손 등)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인터넷 접속 배출품목지정(예
약)

신청완료(확인)

수거단계(일정조
정)

(http://www.yeosu.go.kr)

http://www.15990903.or.kr
http://www.15990903.or.kr


수거 불가 품목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수거 불가 품목 배출 방법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인근 집하장 배출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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