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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Imagine yourself in a room overflowing with all of 
the electronic devices you’ve owned throughout your 

entire life. You would probably see numerous 
televisions, phones, games, and computers. 

And don’t forget about household items like hair 

dryers and electronic clocks. The room would be 
flooded with countless electronic devices that you 

ever owned at one time or another! As technology 
quickly advances, it sometimes seems that a better 

product is already on the market as soon as we 
시장에 나오다

purchase something. 

In addition, companies convince customers to keep 
게 다 가

buying fancy new products by offering attractive deals. 
일 류 의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
사: ~외에도 

For example, mobile phone companies often offer 

new models for low prices, or even for free. It can 
be difficult for customers to walk away from new 

models even if their old phones are still usable. 
Nowadays, a common attitude is, “I’ll just get a new 

one,” rather than “I’ll fix my old one.”

As a result, many people just throw away their old 
electronic  devices without thinking much about what 

they are doing. This could cause the Earth to be 
flooded with discarded electronic devices, also 

폐 기 된

known as e-waste. 

구형에서 벗어나, 새것으로

당신이 일생 동안 소유했던 모든 전자 제품들로 넘

치는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 봐라. 아마도 많은 텔

레비전, 전화기, 게임기, 그리고 컴퓨터를 볼 것이

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와 전자시계 같은 가정용품도 

잊지 마라. 방은 당신이 한 번쯤 소유한 적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자 제품으로 넘쳐날 것이다!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

매하자마자 더 좋은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다. 

게다가, 회사들은 매력적인 거래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속 값비싼 신제품을 사도록 설득한

다. 

예를 들어, 휴대폰 회사들은 흔히 신제품을 낮은 가

격, 또는 심지어 무료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자신

의 구형 휴대폰이 아직 사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요즘, 흔한 사

고방식은, “내 구형 휴대폰을 수리할 거야.”보다는 

“그냥 새 휴대폰을 살 거야.”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구형 전자 제품을 그냥 

버린다. 이것은 지구가 전자 쓰레기로도 알려진, 폐

기된 전자 제품들로 넘쳐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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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ful Effects of E-waste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electronic devices is 
now creating a severe environmental crisis. A study 

shows that nearly 240 kilograms of fossil fuels, 22 
kilograms of chemicals, and 1.5 tons of water are 

used to produce one computer.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not only do factories 
require considerable amounts of natural resources, 

s i g n i fi c a n t

but they also contribute to the pollution of the air 
~ 의 원 인 이 되 다

and water.

That is not all. When e-waste is disposed of, harmful 

substances are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In 
other words, poisonous chemicals can leak into the 

soil if not treated properly. Eventually, these 
chemicals could threaten all living creatures and the 

environment as a whole.

전자 쓰레기의 폐해

증가하는 전자 제품 소비는 현재 심각한 환경 위기

를 일으키고 있다. 한 연구는 거의 화석 연료 240

킬로그램, 화학 물질 22킬로그램, 그리고 물 1.5톤

이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

여 준다. 

제조 과정에서, 공장들은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대기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전자 쓰레기가 처분될 때, 해로

운 물질들이 환경으로 방출된다. 다시 말해서, 제대

로 처리되지 않으면 유독한 화학 물질이 토양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모든 살아 있는 생물과 환경을 총괄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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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Do They All Go?

When people throw away electronic devices, their e-
버 리 다 전 자 제 품

waste goes to different places. Some countries in 

Europe are striving to ban e-waste from being sent 
힘 쓰 다

straight to trash dumps. 
곧 장

• prevent, stop, keep, ban,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는 것

을 막다

Still, in most places around the world, e-waste is 

recklessly buried in landfills. For instance, the soil 
and water in Hong Kong is at risk as about 20% of 

discarded computers are sent to landfills.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

사: ~외에도

Unfortunately,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disposing of their e-waste by sending it to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reduce costs. In 
those poor countries, people work under hazardous 

conditions for low pay. 
환 경

While smashing electronic devices to get tiny pieces 
of metals inside them, the workers are directly 

exposed to highly toxic substances. Their families 
e x p o s i n g ( X )

and neighbors are also put in danger of becoming ill 

as the workers return home polluted.

그것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전자 제품을 버리면, 전자 쓰레기는 각기 

다른 장소로 간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전자 쓰레

기가 쓰레기 폐기장으로 곧장 보내지는 것을 금지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대부분

의 곳에서, 전자 쓰레기는 함부로 쓰레기 매립지에 

매장된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폐기된 컴퓨터의 약 20%가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기 때문에, 토양과 물이 위

험에 처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선진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자 쓰레기를 개발 도상국으로 보냄으로써 처분해 오

고 있다. 이러한 빈곤국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임금

에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 

전자 제품 안의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을 얻으려고 그

것을 깨뜨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매우 유독한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노동자들이 오염되어 집에 돌

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이웃도 병들 위험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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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ll for Action

There are some ways that you can contribute to 
기 여 하 다

solving the  crisis caused by e-waste. The simplest 
causing (X)

solution is to treat your electronic devices with care 

to make them last longer. 
목적

As a smart consumer, you also need to be familiar 
with appropriate ways to dispose of the electronic 

devices you own. You can research the companies 
that produce or market such products, and inquire 

about their waste disposal services. 

Another great way to deal with your old electronic 
devices is by giving them away. There are even 

some companies that accept used products, and 
sell them to people who would like to reuse them.

Although the efforts of individuals are very 

important, it is also essential for governments, 
companies, and civil organizations to address e-

waste problems. 
• deal with = address = cope with = handle = take care 

of = tackle

행동 촉구

전자 쓰레기로 인해 초래된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해

결책은 전자 제품이 더 오래가도록 조심히 다루는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로서, 소유한 전자 제품을 처분할 적

절한 방법 또한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시장에 내놓는 회사들을 조사하고, 쓰

레기 처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구형 전자 제품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

은 기부하는 것이다. 중고 제품을 받아서, 그것을 

재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회사도 있

다.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 기업, 그리

고 시민 단체들이 전자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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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a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United 
비 영 리 적 인

States, the Basel Action Network (BAN), regulates 
corporations to control e-waste. It restricts the 

dumping of harmful waste in developing countries.
투기(쏟아 버리기)

As for governments, many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assembled their collective wisdom to take 

공 동 의

action against e-waste. Some leaders in the EU 
have created regulations to make manufacturers 

responsible for recycling. 
• take action= take a step, take a measure  = adopt a 

move = come up with a measure 조치를 취하다

They are also persuading the manufacturers to 

make electronic devices more eco-friendly by 
reducing the amount of poisonous chemicals in 

them. 

Also, companies are encouraged to manufacture 
products with easily replaceable parts so that 

customers can get their broken electronic devices 
repaired and extend their life cycles. 

Perhaps it will be impossible to stop creating e-

waste altogether, but we can make a big difference 
와 전 히

by understanding the problem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o solve it.

번역

예를 들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Basel Action 

Network (BAN)는 기업들이 전자 쓰레기를 통제

하도록 규제한다. 그것은 개발 도상국에서의 유해 

폐기물 투기를 제한한다.

정부에 관해 말하면,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전자 

쓰레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동의 지혜를 

모아 오고 있다. 유럽 연합의 몇몇 지도자들은 제조

사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

다. 

그들은 또한 제조사가 전자 제품 내부의 유독한 화

학 물질의 양을 줄임으로써 그것들을 더 친환경적

으로 만들도록 설득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고장 난 전자 제품을 수

리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교

체 가능한 부품으로 제품을 제조하도록 장려된다. 

어쩌면 전자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완전히 멈

추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큰 차이를 만

들 수 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