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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오늘, 빈병 회수법의 확대와 비닐봉지 금지법이 2019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발표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음료 용기를 5 센트로 환급해주도록 빈병 회수법(Bottle Bill) 확대  

  

주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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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노력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빈병 회수법의 확대와 비닐봉지 금지법이 2019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쓰레기를 방지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지사는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음료 

용기를 5 센트로 환급해 주도록 하는 뉴욕의 빈병 회수법(New York's Bottle Bill)을 

확대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우리의 환경 발전을 퇴보시키고 

지역사회를 공해 유발 기업과 정유 회사들에 매각하는 동안, 뉴욕에서 우리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금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의 물을 보호하며, 더 깨끗하고 더 

환경친화적인 뉴욕을 만들 것입니다.”  

  

빈병 회수법(Bottle Bill Expansion)  

  

Mario M. Cuomo 주지사가 30년 전 고형 폐기물 관리법(Solid Waste Management 

Act)을 제정한 이래로, 뉴욕 재활용 법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지역 재활용 법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에서 3억 2천만 톤 이상의 재활용품을 

전환했으며 쓰레기 매립지에서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고 플라스틱 및 유리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켰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과일 및 채소 음료, 즉석 차와 커피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음료 용기를 5 센트로 환급해 주도록 하는 빈병 회수법(Bottle 

Bill)을 확대할 것입니다. 빈병 회수법(Bottle Bill)의 확대에서 일부 유제품 우유, 우유 

대용품, 영아용 조제분유, 시럽 및 향료, 의료 처방, 식이 보충제는 예외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을 또한 지역 정부 재활용 프로그램의 분류와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강화된 처벌뿐만 아니라 시행 문제를 처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에 대응하기 위한 빈병 회수법(Bottle Bill)안의 개정안을 포함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 업계 

관계자와 소매업자들과 협의하여 빈병 회수법이 추가로 와인과 주류 병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비닐봉지 금지법(Plastic Bag Ban)  

  

뉴욕 주민은 간 수십억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며, 이는 자연 해되지 않고 인근 및 수로에 

대규모의 쓰레기를 만들고 뉴욕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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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 Force)를 설립하여 비닐봉지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주 전체의 

해결책을 개발하였습니다.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권고의 따라, 주지사는 작년에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프로그램 법안(Program 

Bill)을 도입하였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제안합니다. 이 금지는 

비닐봉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석유부터 비닐봉지를 쓰레기 매립장까지 수송하는데 

나오는 배출까지, 비닐봉지 생산과 처리와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도울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의 분배와 적절한 면제를 통하여 이 계획의 실시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과 

환경 정의 단체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활용을 촉진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에 어지럽히는 비닐봉지를 없애는 것을 돕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덕분에, 비닐봉지를 금지고 빈병 회수법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재활용 시장을 개선하고 폐기물 과정에서 오염을 줄이려는 뉴욕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지방자치 단체들과 소매업자들이 

재활용 산업의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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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식은 www.governor.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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