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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폐기물 감소 및 관리 법안에 서명  

  

법안 S.6334/A.5605는 지역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과 관련  

  

법안 S.6815/A.7564는 SUNY 및 CUNY 캠퍼스 일회용품 사용 중단 권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방 고체폐기물 관리 계획에 재활용 및 분해 등 폐기물 

처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캠퍼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뉴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할 것입니다. 법안 패키지에 따라 뉴욕 주민은 

폐기 플라스틱의 재활용, 분해, 단계적 사용 중단을 실시하고 우리 주는 더욱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법안 S.6334/A.5605에 따라 지방 폐기물 관리 계획은 폐기물 전환을 늘리는 방법을 

시행하는 등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재활용 및 분해는 

뉴욕주 폐기물 매립을 줄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Rachel Ma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활용 또는 분해될 수 있었던 너무 많은 

폐기물이 결국 매립됩니다. 뉴욕은 폐기물 양을 줄이는 부문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및 분해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합니다. 이곳 오논다가 카운티에서 우리는 

최신 음식물 절단기 및 폐기물 분해 시설을 설치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폐기물 매립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Harvey Ep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해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부문입니다. 이번 법안과 함께 우리는 주 

전역의 지방 정부에 이러한 노력을 완수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가스 감축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목표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역 수준에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May 상원의원과 Hochul 주지사와 함께 협력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법안 S.6815/A.7564는 학교 이사회에 학생, 교직원과 협력하여 SUNY와 CUNY 

캠퍼스에서 일회용품을 추방하도록 합니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Brian Kavanag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조류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SUNY와 CUNY 캠퍼스가 이런 노력에 참여하게 만들어, 이번 법안은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이는 한편, 학생과 교원이 지속가능성 노력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뉴욕을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핵심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하원에서 법안을 지지해주신 Pat Burke 하원의원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Patrick Bu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야심찬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 저와 협력해주신 상원의 공동 지지자 Brian 

Kavanagh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Basil Seggos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에 서명하여 지방 

수준의 고체폐기물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비롯한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는 기타 폐기물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스마트한 신규 법안에 따라 폐기물 감축, 지속가능성 권장, 전 부문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등에 대한 뉴욕주의 종합 전략이 강화됩니다."  

  

Jim Malatras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SUNY 학생과 직원은 캠퍼스에서의 성공적인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안은 우리 SUNY 캠퍼스가 

플라스틱 폐기물 완전 퇴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주지사와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Félix V. Matos Rodríguez C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NY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세계를 더욱 천정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캠퍼스 내 일회용품 사용 중단을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CUNY가 학생 및 교직원과 

협력하여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UNY는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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