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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버펄로 대학교,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 스토니브룩과의 주 학문 협력으로 현재의 고체 

폐기물 관리를 재고하는 뉴욕의 혁신을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칼리지와의 학문적 협력으로 지역 및 주 전체의 고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UB),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ESF),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와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뉴욕의 

경제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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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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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위협하는 전 세계 재활용 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이러한 새로운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뉴욕의 환경 관리 유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교육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두를 위해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총 1,190만 달러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체가 재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공공 지원 

전략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용 이니셔티브에 대해 

환경보존부와 협력하는 세 개의 뉴욕 주립 대학교 기관을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가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고형 폐기물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대중에게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작업이 남아 있으며 환경보존부와 

뉴욕 주립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은 모든 지역사회가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재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개발함으로써 오늘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이러한 뉴욕 주립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현재와 미래로 

야심찬 적극적 행동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펄로 대학교  

환경보존부는 두 가지 목표로 버펄로 대학교와 190만 달러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연구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현황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최근 재활용 시장의 

변화로 인해 재활용 흐름의 오염이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재활용되는 재료의 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실행 가능한 산업으로 지속되려면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버펄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환경보존부와 

협력하여 선별 기술을 평가하고 잠재적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여 재활용 인프라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더 지속 가능한 대체물을 찾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버펄로 대학교는 또한 플라스틱 오염 감소와 관련된 단일 및 다중 스트림 재활용 및 병 

퇴적물 노력의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연구의 두 번째 영역은 재활용 지원 활동 및 교육 

메시지 및 방법을 포함하는 행동 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 및 매체를 평가하는 것은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가치를 유지하며,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년 이상 실시됩니다.  

  

버펄로 대학교의 에너지, 환경 및 수질 연구 교육(Research and Education in Energy, 

Environment and Water, RENEW) 연구소 이사 및 뉴욕 주립 대학교 석좌 교수인 Amit 

Goy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이와 같은 신중한 투자는 뉴욕주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의 다른 지역사회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버펄로 대학교의 에너지, 환경 및 수질 연구 교육 

연구소는 다분야 연구팀을 통해 혼란에 빠진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존부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원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  

환경보존부는 5년간 시러큐스의 뉴욕 주립 대학교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와 575만 

달러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에 뉴욕주 지속 가능한 자재 관리 

센터(New York State Center for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재활용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에 대한 시장 진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재활용 

업체들은 현재 수집한 자재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여 재활용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의 업무는 또한 폐기물 예방 및 

감소뿐만 아니라 파트너인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가 주도하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해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활동 및 공공 교육 캠페인에도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다른 프로젝트에는 퇴비 및 변환 옵션을 포함하여 저등급 종이와 같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섬유질 재료"에 대한 재활용 대안 연구 개발이 포함됩니다.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의 책임자 Joseph L. Ruf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폐기물을 줄이고 주정부의 재활용 산업을 다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는 쓰레기 매립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동력이 될 다양한 관련 주전역 이니셔티브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이 환경보존부, 

기타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 시러큐스 대학교 및 주 전역에 걸쳐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작업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적절한 시간에 이 주 센터를 국립 센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 

환경보존부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에 대한 고체 폐기물 특성화 연구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스토니브룩 대학교와 420만 달러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보다 

시장성이 높은 자재를 만드는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재활용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연구원 및 환경보존부는 주 전역의 현재 재활용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폐기물 

흐름에 남아 있는 자재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다양한 폐기물 조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프로그램 비용을 결정하고, 단일 스트림 재활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1차 재활용 및 순환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경제 분석 

도구를 개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5년 동안 진행될 것이며, 환경보존부가 뉴욕주의 더 

나은 자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기타 조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 기술 및 사회부(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의 

공동연구자(Co-Principal Investigator, Co-PI) 및 연구 교수인 David Tonj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폐기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수집되는 

실제 폐기물을 설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재료 관리를 위해 재활용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현재 재활용하는 것과 아직 버리는 것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개발하여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유익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열정적인 

학생 연구원들은 지난 가을과 초봄에 우리가 만든 초기 선별 노력에 열심히 노력했으며, 

다시 가능할 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하는 뉴욕 주립 대학교 학교 각각은 국가의 환경보호기금을 통해 자금을 받게 

됩니다. 2020~21년 예산은 환경보호기금의 25년 역사에서 가장 높은 지속 수준의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보호기금이 130만 

달러 늘어 1,53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발포 폴리스티렌 일회용 폼 식품 

용기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주 전체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역사적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포장 땅콩으로 알려진 발포 폴리스티렌 포장재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정부 금지 조치가 될 것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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