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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사회가  

NSW 플라스틱 사용 추가금지 차비를 갖추도록 도움 

 

다가오는 11 월 1 월부터 실시될 뉴 사우스 웨일즈 (NSW) 주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15 개의 다른 언어로 전달하면서 주 전역의 23,000 개 이상 

업소들과 소매점에 지원과 계몽이 실시되었다.   

 

환경장관 제임스 그리핀 씨는 올해 있을 더 많은 변화에 대비해 소규모 업소들이 확실히 

준비되도록 하는 대대적인 소매업자 계몽 캠페인을 위하여 NSW 정부가 전국 소매협회 

(NRA)를 관여시켰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 재앙이기 때문에 봉지나 빨대 등 가장 문제성있는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몇몇 제품들을 NSW 주내에서 사용금지시키려 합니다.” 라고 그리핀 씨가 

말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재들이 NSW  전체 쓰레기의 60 퍼센트를 차지하며, 

이번 사용금지 조치로 앞으로 20 년 동안 NSW 주에서 거의 27 억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런 금지조치들로 대부분이 접객업 및 소매업인 업소들은 그들의 공급망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11 월에 실시 예정인 추가 금지조치 훨씬 이전에 아주 많은 업소들이 이미 

플라스틱 제품사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 반갑습니다.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조치들은 NSW 주에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정부는 업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친환경 

대체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실히 제공하려 합니다.” 

 

11 월부터, NSW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일회용 제품들을 금지한다.  

•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수저 나이프 포크, 접시, 공기 및 면봉 

• 확장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식기나 컵 

•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함유한 세정 미용 및 위생용품.  

 

이번 조치에 앞서 6 월 1 일부터 NSW 주에서 경량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NSW 정부를 위하여 NRA 는 2 월부터 이미 주 전역에 걸쳐 목표 40,000 개 업소의 절반 

이상에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관련 지원을 제공했으며, 650 군데의 목표 소매지구 중 

560 군데를 방문 한 바 있다.   

 

다문화장관 마크 코어 씨는 NSW 정부가 특히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업소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이번 변화의 실시에 대비해 확실히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규모 업소들은 우리 주 경제의 근간이어서, 이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지를 알아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확실시 하려 합니다.” 라고 코어 씨가 말했다.  

 

“또한 저희가 알기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많은 업소 주인들은 주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 넓게 

그들의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것을 돕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업소 주인들을 도와 15 개의 다양한 언어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에 대한 정보 유포를 함으로써, 이들이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알고 자신들의 지역사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를 담은 15 개의 언어에는 아랍어, 북경어 그리고 펀자브어가 포함된다.  

 

NRA 는 업소들이나 지역사회 단체에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무료 



 

 

전담전화 (1800 844 946) 서비스를 개시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http://www.dpie.nsw.gov.au/plastics-ban 을 방문하면 

된다.  

 

미디어: 이모진 브레넌 | 그리핀 장관 | 0437 48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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