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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CUOMO 주지사가 주정부기관의 환경보호 활동으로 이룬 1,300만
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관의 환경보호 정책 활동으로 뉴욕
납세자들의 세금을 1,300만 달러 절감하고 종이 사용과 쓰레기를 크게 줄였으며
재활용을 늘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발표에 의하면 주정부기관들이
살충제 사용을 피하고 축소하고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데 큰 진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표는4월 19-25일 지구 주간(Earth Week)를 맞이해 이뤄졌습니다. 이
발표에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환경 보호 활동을 1주에 걸쳐 선언하였습니다.
“뉴욕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주정부활동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 납세자들의 돈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린 전략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이 성공과 장기적인 절감으로
이어지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리고 우리 뉴욕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미래를 가꿔나가는
방법에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뉴욕주기관의 주요 업적 내용:
• 2011년 이후 주정부기관이 구매한 복사용지 수량이 40% 절감되어 납세자들의
세금을 2008년 총 1,300만 달러에서 2,740만 달러로 절약;
• 2008년 이후 발생된 쓰레기 량 53% 감소;
• 재활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2-13 회계연도 및 13-14 회계연도에 최고
71%에 달함; 2008년 이후 평균 63%;
• 100% 재활용 복사지 구매율 꾸준히 증가. 이로써 13-14 회계연도에 모든
복사지의 50% 도달. 08-09 회계연도의 22%에서 증가한 수치.
• 꽃가루 매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정부기관의 잔디 및 장식용 식물의
해충 방제를 위한 비화학적 수단의 대대적인 채택. 이로써 13-14 회계연도에
모든 주정부기관의 70% 채택. 2011년 이후 22% 증가한 수치.
이 보고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ogs.ny.gov/EO/4/Default.asp.
환경보호장관 Joe Marte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기관은 쓰레기와 유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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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 감소를 포함해 다양한 그린 활동을 적극적으로채택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보건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활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와 혁신을
낳았습니다.”
주정부 총무실(Office of General Services) 장관 RoAnn Dest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경험은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좆ㅎ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심지어 특히 쓰레기 감소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Healthy Schools Network 담당자인 Claire Barne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행정부의
그린 활동, 특히 화학물질 사용 자제에 동참해주신 주지사와 모든 뉴욕 파트너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지속가능성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욕은 높은
수준을 확대하였고, 환경적으로 이로한 청정 제품 사용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제 6개
북동부주의 정부기관들과 뉴욕 및 뉴잉글랜드의 학교들도 건강 제품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하는 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주정부기관의 89&가 현재 그린 청정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99%는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을 실행하였고, 83%는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을 통해 실내 해충을 예방하였습니다.
쓰레기 감소, 에너지 효율성 향상,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 수질 보호 프로그램은
우리 땅, 공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큰 전략의 일환입니다. 뉴욕은 뉴욕주 내 모든
지역에서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땅을 보호하고, 수질을 향상시켜 기후 변화에
앞장서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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