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함께하는PaintCare와

PaintCare 허용 제품
다음 제품들은 구입 당시 회수비가 포함되므로 수거 

센터에서 추가 비용 없이 수거가 가능합니다.

 •  내부 및 외부 건축용 페인트: 라텍스, 아크릴, 

수성, 알키드, 유성, 에나멜(텍스처 코팅제 

포함)

 •  데크용 코팅제, 바닥용 페인트(탄성 페인트 

포함)

 •  프라이머, 밀봉제, 밑칠용 페인트

 • 착색제

 •  셸락, 래커, 니스, 우레탄(단일 액형)

 •  방수용 콘크리트/석조물/목재 밀봉재 및 

방수가공제(비타르 또는 비역청질 제품)

 • 금속 코팅제, 방청제

 • 풀밭 및 잔디 페인트

새는 용기, 라벨이 없는 용기, 빈 용기는 수거 

센터에서 받지 않습니다.

PaintCare 비허용 제품
 • 페인트 희석제, 미네랄 스피릿, 용제

 • 분무 페인트(스프레이캔)

 • 자동차 및 선박용 페인트 

 • 미술 및 공예용 페인트

 • 코크제, 에폭시, 아교, 접착제

 • 페인트 첨가제, 착색제, 염색제, 합성수지

 • 목재 방부제(살충제 함유)

 • 지붕 패치 및 수리 제품

 • 아스팔트, 타르, 역청질 제품

 • 2액형 코팅제

 • 데크용 세척제

 • 교통 및 도로 표지용 페인트

 • 산업시설 유지보수(IM) 코팅제

 •  주문자 상표 제품(OEM) (공장 적용)  

페인트 및 마감재

비PaintCare 제품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쓰레기 수거 회사, 지역 
환경 보건 기관, 가정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 또는 
공공사업부에 연락하십시오.
XX-BRKOR-0522

페인트 관리법(Paint Stewardship Law)에 따라 

페인트 제조업체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비자가 

쓰고 남은 건축용 페인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에서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인 PaintCare를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적정한 양의 페인트를 구매하도록 

교육하고, 남은 페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주 전역에 편리한 재활용 시설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 후 남은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매년 8억 갤런 정도의 건축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중  

10%가량은 사용하지 않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은 페인트 수거 장소
PaintCare를 통해 페인트 재활용이 더욱 

간단해집니다. PaintCare는 페인트 관리 법규에 

따라 주 전역에 페인트 수거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가까운 수거 센터를 찾으시려면 www.paintcare.org
에서 PaintCare 검색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직통전화 

(855) PAINT0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재활용하기
PaintCare 수거 센터에서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오래된 페인트, 착색제, 

니스 등을 수거합니다. 용기 크기는 최대 5갤런 

미만이어야 하며, 몇몇 종류의 페인트는 받지 

않습니다. PaintCare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페인트 목록은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모든 PaintCare 수거 센터에서는 1회 방문 시 최대 

5갤런을 수거합니다. 1회 수거량이 그 이상인 

센터도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센터로 

전화하여 여러분이 재활용하려는 페인트의 양을 

수거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페인트 용기에는 뚜껑과 원 라벨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 안전하게 실어야 합니다. 운영 시간을 

확인해 수거 센터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거 

대상 페인트는 센터에서 접수됩니다.

PaintCare 회수비
PaintCare는 주에서 판매되는 각 페인트 캔에 대해 

페인트 제조업체에서 지불하는 회수비로 운영됩니다. 

제조업체는 이 회수비를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페인트 가격에 포함시킵니다. 

판매업체는 고객용 영수증에 회수비를 표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회수비는 $0.30에서 $1.99까지이며 

용기 크기와 주별로 다릅니다.

$0.30~$0.49 작은 용기(예: 파인트, 쿼트)

$0.70~$0.99 중간 크기 용기(예: 1갤런)

$1.60~$1.99 큰 용기(최대 5갤런)

 

회수비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회수비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구입가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회수비는 재활용, 공공 인식 개선, 직원 

고용 및 기타 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연락처
수거 센터 위치나 궁금한 사항은 www.paintcare.org를  

방문하시거나 (855) PAINT09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수거된 페인트의 처리
쓰고 남은 페인트는 PaintCare에서 처리를 통해 

재활용되거나, 연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제품으로 

만들거나, 다른 용도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처분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이용 대상
가정은 수거 센터에서 허용하는 만큼 라텍스 또는 

유성 페인트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수거 센터에서 허용하는 만큼 라텍스 

페인트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유성 페인트에 

PaintCare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업장은  

연방 및 주 유해 폐기물 발생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발생 면제 자격 대상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발생 면제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paintcare.org/VSQ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기물 발생 면제 자격 

대상이 아닌 경우, 유성 제품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지만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뉴욕에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aintCare에 문의하십시오.)

대량의 페인트도 허용되나요?
업체나 가정의 재활용 페인트 양이 100갤런 

이상일 경우, 무료 픽업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나 예약 요청은 www.paintcare.org
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