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는 프로그램 법안 제출  

  

뉴욕주 전 지역에서 안전하고 청결하며 환경 친화적인 경제에 투자하고 홍보하며 

장려하기 위해, 주지사의 과감한 조치를 토대로 한 법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닐봉지 제공 금지 법안(Plastic Bag Ban Bill) 및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법안 메모(Bill Memo)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는 프로그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뉴욕주 

비닐봉지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Plastic Bags Task Force) 보고서 발표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1) 비닐봉지가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 (2) 일회용 

비닐봉지 줄이기 대책, (3)주정부가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여 오염을 줄이고 

뉴욕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제안한 요약 보고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닐봉지로 인한 오염은 우리의 거리, 수자원, 

자연 자원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아이들의 것을 빌려 왔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실천에 옮겨, 

모든 이를 위해 뉴욕을 더욱 강력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인 뉴욕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전 지역의 지역사회와 주들이 비닐봉지 사용과 관련된 생태적, 재정적 비용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비닐봉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비닐봉지의 사용과 폐기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뉴욕주 비닐봉지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Plastic Bag Task Force)를 2017년 3월에 출범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lasticBagBan.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old-files/DEC_PlasticBagBan_Memo.pdf


 

 

커미셔너가 공동 팀장인 Thomas O'Mara 뉴욕주 상원의원 및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과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현재 비닐봉지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는 12 곳 이상의 뉴욕주 지자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558 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고안을 토대로, 주지사는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의 제공을 금지하는 프로그램 법안을 제출하고,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필름 재활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의류 가방, 쓰레기봉투, 과일이나 

얇게 저민 고기 등과 같은 특정 식품을 감싸거나 담는 데 사용되는 모든 비닐봉지는 

제외합니다. 이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이 법안 외에도, 주정부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활동 또한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추구하고, 재사용 가능한 봉지 사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비닐봉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일회용 비닐 봉지 제공을 금지할 경우, 쓰레기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뉴욕시 자체만으로 쓰레기 폐기 

비용을 1,250만 달러 정도 절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 및 해변 및 해양 정화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드는 상당한 

액수의 환경 정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금지 법안으로 이 비닐봉지를 

제조, 운송, 재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와 자연 자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계산대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의 수가 줄어들수록, 지자체 및 지자체 재활용 시설의 재활용 및 폐기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의 시, 타운, 빌리지 10 곳이 비닐봉지 제공 금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한 곳에는 수수료를 내는 일회용 종이봉지 및 2.25 밀리미터 두께의 

유연한 플라스틱 백을 포함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백 등과 함께 시행하는 비닐봉지 제공 

금지법이 있습니다. 롱비치 시는 일회용 비닐 봉지 수수료를 계산대에서 받고 있으며, 

서퍽 카운티는 일회용 비닐 봉지 수수료를 2018년 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80 

퍼센트가 비닐봉지가 파묻혀 있는 토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주민들이 매년 230억 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합니다. 이 비닐봉지들이 토지 

http://www.dec.ny.gov/docs/materials_minerals_pdf/dplasticbagreport2017.pdf


 

 

속과 밖 오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봉지들은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오랜 기간 비닐로 

남아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오늘 지역사회, 뉴욕주의 토지와 수역 등을 오염시키는 골칫거리인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버펄로에서 애디론댁 

파크(Adirondack Park)까지 그리고 캐츠킬에서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까지, 비닐봉지 쓰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 자원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환경 리더로서의 주지사님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 CCE)의 Adrienne 

Esposit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공해는 우리의 호수, 강, 해양 환경 

등과 더불어 공중 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조개류와 물고기가 플라스틱에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를 

포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백을 사용하는 것이 플라스틱 공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하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비닐봉지 ‘금지령’에 모든 

주민이 동참해야 할 시기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이 법안을 제출하여, 플라스틱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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