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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nd Decision for the Environment

We have all been in the grocery store at one time or 

another and been asked, "Paper or plastic?" Some 

shoppers automatically answer "plastic" since they 

are convinced that they are making a better choice 

for the environment. 

Others, believing the very same thing, ask for 

paper. Which would you choose? Let's take a look at 

both paper and plastic bags and weigh all the costs 
비교 검토하다

to the environment.

How Are They Produced?

  

Paper comes from trees ― lots and lots of trees. 
발 생 하 다

About 14 billion trees are cut  down annually to 
벌목된다

produce the 10 billion paper bags / Americans 

consume each year. 
소 비 하 다

Manufacturing paper bags not only destroys 
제 도

forests, major absorbers of greenhouse gases, but it 
흡 수 체

also uses other resources and causes pollution. 
오 염

Trees are cut and dried by electric machines and 

then cooked with chemicals to become pulp. 
삶 아 지 다

번역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식료품 가게에서 “종이봉투로 

드릴까요, 아니면 비닐봉지로 드릴까요?”라는 질문

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기계적으로 

“비닐봉지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들이 환경을 위

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확신을 하면서 종이봉투

를 요구한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 지

금부터 종이봉투와 비닐봉지 둘 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환경에 치러야 할 모든 비용을 평가해 보

자

How Are They Produced?

  

종이는 아주 많은 나무들로부터 생겨난다. 매년 미

국인들이 사용하는 100억 개의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 1년에 140억여 그루의 나무들이 벌채된다. 

종이봉투를 제조하는 것은 온실 가스의 주요 흡수

자 역할을 하는 숲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자원

을 소모시키고 환경오염도 유발한다. 나무들은 전

자 기계를 통해 벌목과 건조의 과정을 거친 후, 화

학 물질과 함께 구워져 펄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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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s of gallons of fresh water and hazardous 

chemicals are used every time the pulp is washed 
~할 때마다

and bleached.
표 백 한

• whenever = each time = every time

According to some studies, the production of paper 

bags takes four times more energy and generates 
배 출 한 다

50 times more water pollutants than plastic bag 
오 염 물 질 을

production.

Plastic bags, however, can never be the more eco-
비 닐 봉 지

friendly choice as they consume larger amounts of 

crude oil and natural gas than paper bags. 

The U.S. annually uses 100 billion plastic bags, 

which are made from an estimated 12 million barrels 

of oil. In addition, plastics production requires 
게 다 가

chemicals. 

In 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anking 
순위를 매기다

of chemicals that generate the most hazardous 
배 출 하 다

waste, five of the top six are commonly used by the 

plastic industry.

번역

펄프를 세척하고 표백할 때마다 수천 갤런의 담수

와 유해 화학 물질이 사용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종이봉투의 제조 과정은 비닐

봉지의 제조과정보다 네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

하고 50배 더 많은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하지만 비닐봉지는 종이봉투보다 더 많은 양의 석

유와 천연 가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결코 더 환경친

화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

는데, 그것의 제작에는 대략1,200만 배럴의 석유

가 사용된다. 게다가, 플라스틱 제조에는 화학 물질

이 필요하다. 

미 환경 보호국에서 발표한 가장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화학 물질 순위에서, 상위 6위 중 5개가 

플라스틱 산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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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y Biodegradable?

  

Paper is biodegradable, but it cannot completely 
생 물 분 해 성 이 있 는

break down in modern landfills because of the lack 

of water, light, air, and other necessary elements. 

About 95 percent of garbage is buried beneath 

layers of soil that make it difficult for air and light to 

reach the garbage. Although they take up less 

space in landfills, plastic bags are not biodegradable. 

They will not break down over time. 

Worldwide, an estimated four billion plastic bags end 
추 정 되 는

up as trash each year. Tied end to end, the bags 
묶 여 진

could circle the Earth 63 times. A lot of people 
돌 다

believe that plastic will biodegrade underground, 
자연적으로 분해되다 땅 밑 에 서

but, in fact, it will be there for centuries.

Are They Biodegradable?

종이는 자연 분해가 가능하지만, 현대의 매립지에

서는 물, 빛, 공기, 그리고 기타 필수 요소가 부족하

기 때문에 종이가 완전히 분해될 수가 없다. 

95%가량의 쓰레기는 토양층 아래에 매립되어 공

기와 빛이 쓰레기에 닿는 것이 어렵다. 비록 비닐봉

지는 매립지에서 공간을 덜 차지하지만, 자연 분해

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0억 개의 비닐봉지가 쓰

레기로 버려진다. 그 끝과 끝을 묶어 잇는다면, 지

구는 63번 돌 수 있을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플

라스틱이 땅 밑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곳

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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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y Recyclable?

Paper can be returned to pulp by using many 

chemicals to bleach and separate the fibers. It takes 

much more energy to recycle a pound of paper than 

it takes to recycle a pound of plastic. 

Although paper bags have a higher recycling rate 
재 활 용 율

than plastic, each new paper grocery bag you use is 

made mostly from new pulp for better strength. 
내 구 성

Bags that are recycled are often turned into 

cardboard, not new paper bags.Recycling almost 

any kind of plastic involves melting and re-forming it. 

Because bags must first be separated by the type of 

plastic / they were made from, the process is time-

consuming and expensive. For example, it can cost  
비용이들다

$4,000 to recycle one ton of plastic bags. Besides, 
게 다 가

the quality of recycled plastic is not very good. 

More often than not, bags collected for recycling 
대 개 수 거 된

do not get recycled. They are carried to other 
옮 겨 진 다

countries, where they are cheaply burned under less 

strict environmental laws.

Are They Recyclable?

  

종이는 표백과 섬유 분리 작업을 위해 많은 화학 물

질을 사용함으로써 펄프로 되돌릴 수 있다. 1파운드

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1파운드의 종이

를 재활용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비록 종이봉투가 비닐봉지에 비해 재활용률은 높지

만, 당신이 사용하는 새 종이 쇼핑백 하나하나는 더 

좋은 내구성을 위해 새 펄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재활용된 종이봉투들은 종종 새로운 종이봉투가 아

닌, 판지로 만들어진다. 거의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의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녹여낸 후 다시 모양을 만

드는 과정이 포함된다. 

비닐봉지들은 먼저 그 원재료가 된 플라스틱의 종

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재활용) 과

정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비용이 비싸다.예를 들

면, 1톤의 비닐봉지를 재활용하는 데 4,000달러가 

든다. 게다가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품질이 별로 좋

지도 않다. 

대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비닐봉지는 재활용되

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른 나라들로 옮겨져,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덜 엄격한 곳에서 낮은 비용에 소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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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You Can Do

Both paper and plastic bags damage the 

environment. They produce waste that will not 

biodegrade easily. They not only require lots of 

energy and resources but also cause serious 

pollution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recycling. 

Therefore, the answer should always be "neither," 

every time we hear the question, "Paper or plastic?" 

There are several ways to do without paper or 

plastic bags:

 1. Just say no to bags. Think twice about asking for 

a paper or plastic bag every time you shop for small 

purchases.

2. Prepare reusable cloth bags and keep them in 

your home, office, and car, so they will be available 

when you go shopping. 

3. Reuse the bags you have. Use colorful bags as 
재 사 용 해 라

wrapping paper; line your trash cans with them; cut 

bags apart to use as table covers when painting with 
탁 자 덮 개

the kids; be creative and be green!

What You Can Do

  

종이봉투와 비닐봉지 모두 환경을 훼손한다. 그것

들은 쉽게 자연 분해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양산한

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제

조와 재활용의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

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이봉투로 드릴까요, 비닐봉지

로 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듣게 될 때 매번 그 대답

은 “둘 다 아니오”가 되어야 한다. 종이봉투와 비닐

봉지 없이 생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쇼핑백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하라. 적은 양을 

구매할 때마다 종이봉투나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

2. 재사용이 가능한 천으로 된 가방을 준비하여 그

것들을 집, 사무실, 자동차에 두면 당신이 쇼핑을 

갈 때 쓸 수 있을 것이다.

3. 가지고 있는 쇼핑백은 다시 사용하라. 화려한 쇼

핑백은 포장지로 써 보라. 쓰레기통 안을 쇼핑백으

로 둘러 싸 보라. 쇼핑백을 잘라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릴 때 탁자 덮개로 써 보라. 창의적인 생각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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