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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대한 가상 공청회 – 연방 CCR 

허가 프로그램

제안서 정보  

EPA 는 쓰레기 매립 및 매립장에서 CCR(Coal 

Combustion Residuals)을 처리하기 위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연방 허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 허가도 

포함됩니다. EPA 는 수 년간 유해 폐기물 처리 및 

기타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연방 CCR 허가 프로세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제안에는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연방 CCR 허가 신청, 내용 및 수정에 대한 

요건도 포함됩니다. EPA 는 다른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자원 보존 및 

복구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승인에 필요한 

자체 CCR 허가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은 주의 

CCR 단체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이 허가 

프로그램을 인디언 거주 지구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EPA 는 2020 년 4 월 20 일 자정까지 

https://www.regulations.gov (도켓 번호 EPA-HQ-

OLEM-2019-0361)를 통해 제안된 개정안 대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EPA 는 서면 

의견을 수용하는 것 외에 가상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가상 공청회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EPA 의 제안에 관한 정보, 

의견 또는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상 공청회 세부 정보  
EPA 는 2020 년 4 월 15 일 수요일에 이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동부 표준시 (ET) 오전 9 시에 소집되며 오후 

6 시에 종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는 

연설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후에 열릴 수 있습니다. 
 
구두 증언은 한 사람당 5 분으로 제한됩니다. 

EPA 가 많은 사람의 출석률을 예상하는 경우, 

증언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언 당 시간 할당을 3 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EPA 는 구두 발표 중에 질문을 

명확하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공청회 중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공청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 조치의 문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조: 기밀 업무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 또는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기타 정보를 

공청회에서 제출하거나 제시하지 마십시오. 
 

등록. 
가상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등록하십시오: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32808
95823135118604.  
 
공청회에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에서 연설을 요청하려면 2020 년 4 월 

13 일 월요일 동부 시간 오후 5 시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연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등록 양식을 작성할 

경우, 선호하는 시간대를 표시하십시오. 공청회 

중 발언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 등록 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구두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EPA 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미등록자 중 일부 또는 모든 사람이 공청회에서 

구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PA 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공청회 중에 그러한 

요청을 맨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등록과 관련된 

지침을 받으려면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등록한 다음, 공청회 주최 기관에 발언 요청 

메세지를 보내야 합니다. 
 
공청회를 듣고 싶은 경우: 가상 공청회를 듣기 

위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등록하십시오. 
 

특별한 편의 시설 

번역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2020 년 4 월 1 일 

수요일 동부 시간 오후 5 시 이전에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자막 방송 또는 기타 특별한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2020 년 4 월 8 일 수요일 동부 시간 오후 

5 시 이전에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질문  

제안된 규칙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epa.gov/coalash/proposed-rule-
disposal-coal-combustion-residuals-electric-
utilities-federal-ccr-permit  
 
웹 사이트를 통해 가상 공청회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십시오: 
https://www.epa.gov/coalash/forms/virtual-
public-hearing-proposal-federal-ccr-permit-
program#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