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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구의 날을 맞아 뉴욕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  

  

쓰레기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하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2020년 3월부터 뉴욕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오염을 줄이고 물고기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분해되지 않고 많은 

경우 토양 및 수역에서 쓰레기로 남아 비닐을 섭취하는 조류와 야생동물을 해칩니다. 

뉴욕 주민들은 연간 230억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전국적 규모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약 50 퍼센트의 일회용 비닐봉지가 쓰레기가 

됩니다. 비닐봉지가 우리 환경에서 쓰레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 

금지는 비닐봉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석유부터 비닐봉지를 쓰레기 매립장까지 

수송하는데 나오는 배출까지, 비닐봉지 생산과 처리와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닐봉지가 나무에 걸려있거나 거리와 매립지, 

수도에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들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1,20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만들기 위해 매년 사용되고, 2050년에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중량이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비닐봉지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환경을 망치는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로부터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우리의 환경을 

보존 및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금지법은 이를 

향한 다음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뉴욕은 장기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지구를 위한 

친환경적인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식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의 분배를 통해 이번 



 

 

이니셔티브의 실시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과 환경 정의 단체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Cuomo 주지사는 뉴욕 비닐봉지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Plastic Bag 

Task Force)를 설립하고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를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비닐봉지 문제에 

대한 단일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회동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의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몇 가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판매의 각 단계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구비를 금지하고 

비닐봉지와 연관된 모든 사항에 걸쳐 환경보존부(DEC)의 전속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의류 가방, 쓰레기봉투, 과일이나 얇게 저민 고기 등과 같은 특정 

식품을 감싸거나 담는 데 사용되는 모든 비닐봉지는 제외합니다. 카운티나 도시는 또한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해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금 중 3센트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으로 가고, 나머지 2센트는 지역 정부에서 

다회용 가방 배포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 및 하와이와 함께 다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한 주가 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닐봉지로 인한 오염은 주립공원 및 역사유적 등 뉴욕의 경관에 피해를 줍니다. 저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대담한 조치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우리 주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계속 환경 문제에서 전국을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Cuomo 주지사가 우리의 대기, 토양, 수역,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 시작한, 일련의 중요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 있을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주지사와 의회, 대중과 함께 협조하여 우리의 환경 및 경제에 이익을 가져올 해결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은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한 지지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날에 이 역사적인 업적을 입안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이번 법안은 우리의 

천연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뉴욕주가 실시한 수많은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상원 다수당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뉴욕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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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은 비닐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뉴욕이 전국적인 리더가 되는 일을 도울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로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서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상원 환경 보존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의장인 

Todd Kamsin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비닐봉지 사용을 

뉴욕주에서 금지하여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비닐봉지가 우리의 소중한 수로를 막고 야생동물을 해치며 우리의 지역사회에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환경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더욱 많은 일들이 미완인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가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문화, 관광, 공원 및 여가 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의 의장인 José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비닐봉지는 오염의 주요한 근원이며 막대한 환경 피해를 

일으킵니다. 매년 뉴욕 주민들이 사용하는 230억 개의 비닐봉지들이 나무에 걸리거나 

해변과 공원에 돌아다니고, 우리의 해양 및 야생동물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동료들과 협조하여 뉴욕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 전역에 걸친 사용 금지 조치가 입안되어, 뉴욕이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선도적인 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환경 

문제에서 뉴욕의 미래를 위한 Cuomo 주지사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노력에 많은 감사를 보냅니다."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의장인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닐봉지는 환경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비닐봉지는 우리의 풍경과 수로, 해양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중대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중량이 물고기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래와 거북이가 비닐봉지를 음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비닐이 작은 

조각으로 나뉠 경우에도 해양생물들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비닐 조각들은 

스펀지와 같이 폴리염소화비페닐, 다핵 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끌어옵니다. 유해한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은 심지어 우리가 먹는 해산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이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술 및 관광 위원회(Arts and Tourism Committee)의 의장인 Danny O'Donn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우리 환경에 놀랄 만큼 

유해하며 우리의 풍경 및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저는 뉴욕주가 캘리포니아를 따라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더욱 줄여 우리가 환경 보호 노력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기대합니다. 

일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의 동료들과 

주지사가 이 첫 번째 조치를 실행하여 매우 기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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