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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밀폐용기 재활용, 테라사이클에 맡겨 주세요” 

테라사이클-락앤락,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2 년째 진행 
 

◼ 테라사이클, 전년도 이어 락앤락과 함께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실시 

◼ 2020 년 국내 최초로 밀폐용기 재활용 캠페인 진행…. 전년도 성공적인 캠페인 통해 올해 캠페인 

확대 진행 예정 

◼ 수거된 밀폐용기는 테라사이클 재활용 플랫폼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 

 

 
<보도자료 사진=테라사이클 제공> 

 

(2021 년 2 월 9 일)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이 락앤락과 함께 2020년에 이어 ‘러브 

포 플래닛(Love For Planet)’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당 캠페인은 테라사이클과 락앤락이 공동으로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로 2년째 진행된다. 테라사이클은 2020년 국내 최초로 락앤락과 밀폐용기 재활용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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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다. 상반기에는 플라스틱 밀폐용기, 하반기에는 텀블러를 수거 및 재활용했으며, 수거된 

밀폐용기로 업사이클링 에코백과 제주 올레길 벤치를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캠페인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캠페인을 확대 진행한다. 락앤락 오프라인 매장인 플레이스엘엘 

매장과 더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 지점을 넓힐 예정이다. 수거한 밀폐용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생활을 돕는 에코 생활용품으로 재탄생 된다.  

 

테라사이클 코리아 관계자는 “작년 밀폐용기 업사이클링 제품이 소비자와 미디어로부터 큰 관심과 

문의를 받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표적인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회용기가 사용 시 

뿐만 아니라 폐기 이후에도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보다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라사이클은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1 개국에서 주요 소비재 및 제조 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테라사이클 코리아는 지난 2017년 국내에 출범해 한국 P&G, 아모레퍼시픽, LG 유플러스 등의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솔루션을 제시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끝> 

 

### 

 

 

About TerraCycle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에 진출해 재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terracycle.com/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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