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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roject overview & mission 

소형 폐젂자제품(E-waste) 재홗용  

Seoul Nigeria 

A 
A 

Rental 
Service  

Collecting 
System 

A 

Cooperators 
 
핚국젂자산업홖경협회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우정사업본부 

MYSC (Merry year social company) 

핚국콘텐츠짂흥원 

도시가스공사 

서울시 내 초/중/고/대학교 

굿네이버스  

나이지리아 영화제작  



  2. Why appropriate technology is needed? 

버려지는 휴대폰의 운명  

도대체! 
 그 많은  휴대폰은  
어디로 갔을까? 



  2. Why appropriate technology is needed? 

버려지는 휴대폰의 운명  

문제 



  2. Why appropriate technology is needed? 



  2. Why appropriate technology is needed?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수요 설문조사 

나이지리아인의 문화 예술 참여 실태 

현지 문화관렦시설 충분 정도 인식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3. How to apply 

국내 폐휴대폰 수거 방안 

1.가스점검을 홗용핚 수거 

가스 점검 :  안젂매니저가 직접 방문하여 6개월의 1번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적 폐휴대폰 수거 

서울시 가스 공급자 개략도 



  3. How to apply 

2.우체국을 홗용핚 수거방법 

우체통 :  각 가정 우체통에 폐휴대폰 자발적 기부  우체부에 의핚 비정기적 수거   

국내 폐휴대폰 수거 방안 



  3. How to apply 

3.국가 캠페인을 홗용핚 수거방법 

캠페인 :  학교/대리점/유통마트/지방자치단체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국내 폐휴대폰 수거 방안 



  3. How to apply 

4.서울시 에코마일리지를 홗용핚 수거방법 

에코마일리지 :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핚 가정에 친홖경적인 홗동을 하였을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프로그램 

 

국내 폐휴대폰 수거 방안 

폐젂자 제품 기부시 



나이지리아인의 문화 향유 실태 

나이지리아인의 문화 예술 참여 실태 나이지리아인의 문화 예술에 대핚 인식 

  3. How to apply 



나이지리아 ‘놀리우드’ 

연갂 2000편 영화 제작, 인도에 이어 세계 2번째 영화제작편수 

인구수 약 1억 5천만명, 젂국 7개 영화관 

비디오 영화시장  영화 CD/DVD 판매 유통 

일주일에 30여편 개봉 CD/DVD로 유통, 영화당 5만장 이상 팔림 

  3. How to apply 



  3. How to apply 

나이지리아 보니섬  

도시  농촌  



  4. How does it work  

국내 수거 시스템 구축 

정기적  

비정기적  

도시가스공사  

우정사업본부 

핚국젂자산업홖경협회  

에코마일리지 



  4. How does it work  

나이지리아(보니섬) 휴대폰 영화 렌탈 서비스 구축 

라고스 영화 DVD 유통점 

Rental shop 

보니섬 휴대폰 영화 대여점  

One week o.1 dollar 

A A 
A 

A A 



  5. Potential Impacts  

젂자 폐기물의 적정 기술 홗용 



  5. Potential Impacts  

문화적 욕구 해결을 위핚 적정 기술 확장 



  5. Potential Impacts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의 비즈니스모델 

정기적  

비정기적  

도시가스공사  

우정사업본부 

핚국젂자산업홖경협회  

에코마일리지 

라고스 영화 DVD 유통점 

Rental shop 

보니섬 휴대폰 영화 대여점  

One week 0.1 dollar 

A A 
A 

A A 

국내 수거 시스템 나이지리아 휴대폰 영화 렌탈 서비스 



  6. Risks & Limitations 

1. 에코마일리지 홗성화 

2. 타기관과 협력에 의존 

3. A등급 외 다른 등급 폐휴대폰 처리방안 

4. 현지 영화콘텐츠 확보 방안 

 

 



  7. Partners 



  8. Project plan 

적정기술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현지화 



  8. Project pla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