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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 뉴욕에서 재활용을 개선할 새 활동을 개시하도록 지시

환경보존부(DEC)는 글로벌 재활용 시장 변화에 대응할 새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미팅을 개최할 예정
재활용 목표를 이루기 위해 뉴욕 주민들은‘올바르게 재활용’하고 지방자치 당국을 도울
것이 장려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변화하는 글로벌 재활용 시장에 대응하여 뉴욕에서
재활용을 개선할 새 조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활용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원자재의 필요를 줄이며 폐기물과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자재량을 크게 줄이도록
돕습니다. 재활용 시장 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존부(DEC)는 이해
당사자를 소집하여 상태를 개선하는 데 취할 수 있는 새 조치와 계획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주는 지방자치 당국과 계속 협력하여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서
특정 재활용 목표를 충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활용 프로그램은 주의 녹색 경제에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동시에 기후를 변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우리 환경을 보호합니다. 30 년 동안 뉴욕 주민들은 보존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이 위대한 주 전역에서 지방자치제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수입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재활용 시장은 전례 없는 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미국 재활용 업체는 자재에 적절한 시장을 찾는 데 고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고체 폐기물 재활용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 지방자치 당국과 협력하여 어떻게 뉴욕이 새 시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와 북동부 지역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활용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매립지에서 나오는 자재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새 활동은 주 전역에서 재활용을 개선할 접근 방법을
파악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재활용 법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보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재활용업계 이해 당사자들, 지방자치 당국, 교육기관,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뉴욕에서
재활용 시장을 유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질을 개선하며 재활용 시설의 유연성을
기를 장단기 조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우리
재활용 공급망에서 오염물질을 줄여 여기 뉴욕에서 재활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계속 재활용을 하기를 장려하며 글로벌 재활용
시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락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재활용은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관리 방법입니다. 재활용의 성공과 안정성은
임시 시장 상태 변동을 넘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주에서 이해하고 일관되며 장기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의 고체 쓰레기 관리 계획인 쓰레기를 넘어(Beyond Waste)를
통해 뉴욕은 재활용의 특정 양적 조건을 정하지 않고 대신 쓰레기 처리양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고체 폐기물 계획 단체들은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쓰레기 축소 및 재활용에 대해 환경보존부(DEC)와 상의하여 각자의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해결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기
환경보존부(DEC)는 업계, 지방 정부, 주 및 연방 기관, 주 전역 민간 단체의 대표들이
모이는 일련의 이해 당사자 모임을 개최하여 뉴욕에서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재활용
해결 방안을 개발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활용할 자유 시장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첫
모임은 8 월 29 일 수요일 올버니 환경보존부(DEC) 본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추가 모임을 계획 중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하여 뉴욕의 신규 및 기존 사업체가 저비용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많은
공급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전부터 다른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는 제조업용 원자재를 앞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계속해서 지방자치 당국과 회사들이 재활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
재활용 업계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재활용 기금을 제공하여 쓰레기
전환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돕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수집,
유기물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에 포함됩니다. 병 요금, 전기 쓰레기 재사용
및 재활용법, 충전 가능한 배터리 재활용법, 수은 온도 조절장치 수거 프로그램 같은 관리

프로그램은 재활용을 장려하고 쉽고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 시장 회의(New York Conference of Mayors, NYCOM)의 Peter A. Baynes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장 회의(NYCOM)는 지방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환경
문제를 다룰 전략 및 해결 방안을 파악하게 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확실히 재활용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Seggos 커미셔너, 직원들과 함께 역량을 확대할 조치를 개발 및
시행하고 지방 정부가 재활용 목표에 충족하도록 도울 것이 기대가 됩니다.”
뉴욕주 카운티 협회(NYS Association of Counties) Stephen J. Acquari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주 전역 지속 가능한 쓰레기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당국에 막대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글로벌 재활용 시장
변동성에 맞서 지방자치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뉴욕주의 개입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의 조치는 지방 정부가 재활용 활동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매립지에서 없애는 데 중요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자원 회복 기관(Onondaga County Resource Recovery Agency)의
Dereth Glance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전례 없는 재활용 문제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개시하신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C)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어나는 재활용 정체는 사업체, 시민, 당선
공무원 간의 창의적이고 협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재활용 부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와 이 새로운 계획을 함께 작업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타운 협회(Association of Towns) Gerry Geist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승하는
재활용 처리 비용 때문에 타운 행정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환경 및
납세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for Reduction,
Reuse and Recycling, NYSAR3) Kelli Timbrook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 년
동안 뉴욕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협회(NYSAR3)는 환경보존부(DEC), 지방자치 당국,
주 전역의 재활용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중에게 오염물질 없는 재활용이 중요함에
대해 교육해왔습니다. 이 상황을 지원해주시고 뉴욕주에서 재활용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선 및 강화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신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C)에
감사드립니다.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협회(NYSAR3)는 올바른 재활용에 더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쓰레기의 원천을 감축하도록 강하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이며 기타 재활용 가치가 높은 물건들의 시장성을 저해시키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물건의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협회(NYSAR3)는 또한
뉴욕 이해 당사자들에게 재활용 자재로 만든 물건을 사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경제 지원 및 수요를 유발하며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뉴욕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올바른 재활용 방법
뉴욕주 일반 지방자치법(NYS General Municipal Law)에 따르면 자립 시장을 갖는
지역사회는 원천 분리 재활용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일 흐름 시설을 통해
처리될 때 재활용 가능한 물건에서 나오는 비재활용 물질(또는 “오염물질”) 양을 줄이고
그로 인해 재활용 가능한 물건의 시장성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보존부(DEC)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올바른 재활용을 할 것을 장려합니다. 각 지역사회는 특정 재활용 규칙이
있으므로 모든 뉴욕 주민은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물건 종류가 특정 지역사회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지방자치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깨끗하게
건조시켜 수집 통에 넣으면 최고의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은 재활용 통에 넣지 마십시오.
•
•

•
•
•
•
•
•
•

지역 재활용 프로그램에 특정하게 포함되지 않은 자재.
비닐봉지.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통에 느슨하게 넣고 깨끗하게 비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필름은 소매 재활용 지역에
돌려주십시오(https://www.dec.ny.gov/chemical/50034.html).
일회용 컵, 접시, 양념 포장, 커피 필터, 음료 젓개, 빨대, 종이 냅킨.
충전 가능한 배터리(소매 재활용 지역에
돌려주십시오(https://www.dec.ny.gov/chemical/72065.html)).
정원 쓰레기 및 음식 찌꺼기(가정에서 퇴비로 사용 또는 지방자치 프로그램 이용).
식기류, 거울, 유리 제품, 도자기류(상태가 괜찮은 경우 기부).
직물(상태가 괜찮은 경우 기부).
전자기기 폐기물(https://www.dec.ny.gov/chemical/65583.html).
모든 밧줄, 호스, 노끈 종류.

환경보존부(DEC)는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경우 넣지 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공급망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은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지역 재활용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주십시오.
다음에서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ec.ny.gov/chemical/8511.html 또는 일반 재활용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s://www.dec.ny.gov/chemical/8801.html 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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