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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 제 쪽 

원자력 환경규제 및 공청회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시설 도입의 유용성을 국가가 충분히 인정 사업 추진을 허가하도록 결정 

하더라도， 다양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대중， 특히 흔돈상태의 일반대중에게 

이 유용성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 도입이 

일반대중에게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시설이 건설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다. 잠정적 위해시설을 아무 대가 없이 유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상 

의 의미로 해당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 

요하다. 

국가가 필요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면， 기장 작절한 지역을 선택하여 추진하도 

꽉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나 이익 

이 유린된다던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물 

론 첨예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는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과 차질 없는 

국가의 중요 정책수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적절히 고려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법， 환경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에 주민의견 수렴 장치가 마련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견을 적절히 조정하는 포팔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질서하고 폭 

력적인 부당한 분규를 막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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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화를 여는 장으로서 공청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청회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사법적 판결행위에 의존하기 전에 행정적 행위에 

최선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그 처분에서 법적 힘을 갖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 행정절차법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는 원자력시설 인허가 관련 고유의 공청회 도업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시설 관련 국내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 제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 제도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제 1차년도 수행 내용인 ”원자력시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 및 검토”를 근거로， 제도화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디. 이릅 위 

하여 국내외 공청회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개발의 구체적 내용은 공청회와 관련하여， 국내 원자력법， 환경영향평가 

법， 행정절차법을 검토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공청회 제도 관련 조례， 멤， 

절차， 정책성명등을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우리 섣정에 맞는 원자팩 

시설의 인허가 관련 국민의견 수렴제도의 역할 규명， 제도의 기본원칙 및 구체적 

건의사항을 개발하였다. 

N.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공청회 제도를 개발하 

고 동시에 환경관련 인허가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인허 

가를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타 원자력시설은 물론， 기타 산업시설의 환경영 
향평가와 공청회 운영의 귀감이 되어 우리 나라 민주주의 정착의 디덤돌 역할블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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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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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A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ublic 1nquiry System of Nuclear 

Facilities 

11. Objective and Necessity of Study 

Although the govemment admit the benefit of construction of a nuclear 

faιility and authorize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it can be really carried out 

after the public having different interest, specially general public in confusion, 

quite recognize the benefit of construction of the nuclear facility. 1n addition, 

although the general public accept construction of a nuclear facility, it is another 

problem to residents at the site. They would not lay by potential hazard facility 

without any compensation for the haz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fic plan to compensat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interest of the 

rcsidenLs. 

Once the govemment conclude that the project is good for public interest, 

they must do its best to select the most adequate site and execute that project. 

But,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basic human rights of residents and interests 

of regional community should be preserved. Of course, extreme demand of 

regional community and its residents for their interests should be exclud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ny 

adequate plan that can proper1y consider both development of regional 

community and execution of important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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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tomic Energy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c1ude procedures to collect opinions of residents. 

Notwithstanding, any general device is not available to settle and compromise 

the interests of residents and applicant, or government and regional political 

organiza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ublic hearing system is needed to 

prevent violent and unjust contentions and induce reasonable settlement and 

compromise. Some countries give ju버cial force to public hearing and uses it as 

å systematic procedure to collect the varied opinions of applicant, government, 

regionaI political organization and residents. 

It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develop public hearing system and 

environmental licensing procedure of Korea. Through the accurate analysis of 

foreign public hearing systems and environmental licensing procedures of nuclear 

facilities, appropriate system and procedure are developed. 

m. Contents and Scope of Study 

It is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ystematic device to 

collect public opmlOn through the result of first year research "analysis and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of nuclear facility. The 

major contents and scope of study carried out in this year are as follows: 

Atomic Energy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Korea are reviewed and appropriate acts, regulations, 

procedures and mandates of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 S. A are review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 the role of device to collect public 

opinion is identified for nuclear facility of Korea, and the elementary principle of 

the system and recommendations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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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It is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develop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public hearing system, and complete Korean 

environmental licensing and regulation procedure. The major 떠rget of this study 

is nuc1ear power plant,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good exam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public hearing system of other 

nuc1ear facilities and other indus며al facilities. As a result, they could serve as 

springboard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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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시설 도업의 유용성을 국가가 충분히 인정하여， 그 사업의 추진을 허가하 

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대중， 특히 흔돈상태 

의 일반대중에게 이 유용성을 정확히 인식시켜서， 대중이 이를 수용하여야만 실제 

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력시설 도입 사업이 일반대중에게는 수용된다고 하더라 

도 해당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다. 자기지역에 잠정적 

위해시설을 아무 대가 없이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역이기주의 (NIMBY: not-in-my-backyard) 증후군이다. 따라서 변상의 의미로서 

해당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주민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즉 신규 원자력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부지 확보 과정， 건설허가 및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역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반드 

시 여러 상충된 의견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의견의 제시 

는 당연하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팽팽히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경우， 때로는 과격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아무런 결실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 왔다.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필요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 사업에 가 

장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을 빌미로 해당 지역주민 개 

인의 인권이나 이익이 유린된다던가，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아무 

리 국가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서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첨예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주민이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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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는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차질 없는 국가의 중요 정책수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적절히 고려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일찍이 원자력법，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주민의견 수렵 장치를 마련하 

고 있으며， 특히 1996년 공포한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 

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민 

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 나라는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정착과 더불어 이에 발 맞춘 각 이익 단체:및 개인 

의 여러 상충된 의견을 서로 협의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는 적절한 방안이 실제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원자력시설의 타당성 검토， 

부지선정， 건설 및 운전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견을 적절히 조정하는 포팔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공청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서구에서 

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해당인의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부당한 분규를 막고， 제도 

화된 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여는 장으로서 오래 전 

부터 공청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청회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사법적 판결행위에 의존하기 전에 행정적 행위에 최선을 다 한다늠 의미 

에서 그 처분에서 법적 힘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 

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공청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자 

력시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국민의견 수렴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행정절차법에 의존 

하지 않고， 사업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원자력시 

설 인허가 관련 고유의 공청회 제도를 개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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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제 1차년도 수행 내용은 ”원자력시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 및 검토”이었다. 제 

2차년도 연구의 수행내용은， 이를 근거로 하여， 제도화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내외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청 

회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효력을 

갖는 국민의견 수렴절차로서 공청회 제도를 마련하는데 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원자력시설의 공청회 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로 이에는 

국내 기존 공청회 제도 및 유사 연구 자료 수집， 국내 공청회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 원자력법의 분석과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의 분석과 검토， 행정절차법의 

분석과 검토 퉁이 포함된다. 

둘째， 국외 원자력시설의 공청회 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로 Atomic 

Energy Act, Sections 189 and 191 분석 과 검 토， lOCFR2, Rules of Practice 분석 과 

검토， 공청회 운영 관련 최근 NRC 정책성명 (CLI -98-12) 검토， 캐나다 검토패널 

평가를 위깐 절차서의 분석과 검토 캐나다 대중검토 적용- 사례 분석과 검토， 영국 

공청회 제도 절차(Statutory Instruments 1990 No. 528) 분석과 검토， 일본의 환경 

평가와 국민의견 수렴절차 분석과 검토 프랑스의 환경평가와 국민의견 수렴 절차 

분석과 검토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관련 국민의견 수렴제도의 개발로서 공청회 제 

도의 역할 규명， 공청회 제도의 기본원칙 개발， 공청회 제도 개발을 위한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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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리 나라의 국민의견 수렴제도 

제 1 절 서론 

원자력시설 인허가 관련 우리 나라 국민의견 수렴제도는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 

가법，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은 1996년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국가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견 수렴제도가 그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 

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절차를 정하고 있다. 

1993년 6월 11 일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4567호)이 제정되어， 1993년 12월 12일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동안 평가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도입하는 둥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지만， 환 

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 

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민의 

견 수렴절차 도업을 위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의무화 

시켜 주민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협의요청 주체를 변경하고 평가협의 내용을 사업승인 내 

용에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평가서 검토과정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원자력법 또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청문 및 공청회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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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행정절차법애서 국민의견 수렴제도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 

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처분에서 국민의견 수렴의 방법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 

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서 국민의견 수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를 조사하는 절차. 

2)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3) 사걱견제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등이 의견윤 제시 

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여기서，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였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언을 말한다. 

2. 처분절차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행정청 

은 신청에 펼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 

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보류 또 

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 

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c 
J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신 

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 

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올 당사자둥 

에게 통지하고 당사자 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청 

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 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리고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 

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의견제출 

의견제출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퉁이 의견을 제시 

하는 절차로서，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자 둥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당사자 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퉁이 제출한 

의견을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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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하지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청문은 행정청이 선정하는 청문주재자가 주재하게 

정청은 청문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둥에게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둥 청문에 펼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문주재자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부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며， 다음에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자신이 당사자둥이거나 당사자동과 친족관계에 

- 자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둥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선정하 

노력하여 

본인의 

형법 

해당하는 

청문은 

는 자가 

야 한다. 

의사에 

기타 다른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한 경우 

행 

이 

그리고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 

유있다고 

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의 

2) 청문의 진행 

경우 이 

우려가 있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인이 되는 

... 1 까‘ ~1 --r .:::z-
숫!i를。 r J.!. 0 

청문주재자는 

내용， 그 

의견을 

질문할 수 었다. 

처분의 

당사자둥은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에 대하여 

- 7 -

이
L
 

-
정
 

감
 

인
 

고
 

차n
 

을
 | 

드
。
 다
.
 

。-있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사실 및 법적 

거를 제출할 수 

근거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청문을 계 

속할 경우에는 당사자동에게 다음 청문회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둥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구술로 통지할 수 었다. 그 

리고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 

하여 청문올 실시할 수 있다. 

3) 증거조사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둥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문서， 장부， 물건 둥 

에 대한 질문， 참고인， 감정인 둥에 대한 질문， 검증 또는 감정， 평가 둥 기타 필요 

한 조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 

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웅하여야 함. 

4) 청문조서 및 청문의 종결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 

속， 성명 둥 인적사항， 당사자둥의 주소， 성병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동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비공개한 

이유，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포 

함한다. 그리고 당사자동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둥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 

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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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당해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련서류등을 행정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제출 받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둥을 충분히 검 

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 받은 청문조서 둥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당사자동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청회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 

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1) 공청회의 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당사자 등 

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둥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포 

함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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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 

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활 수 있다. 그리고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 

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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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주민의 의견수렴)에 의하면， 사업자가 명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둥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올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서 

사업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다음의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다 

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을 말한다. 

• 승인기관의 장 

- 대상사엽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랴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 기티-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논 도지사. 다만， 

시 · 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 

업개요 · 공람기간 · 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 등이， 군사상의 기밀보호 동 국 

기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 

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서초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지자체장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판 지자체장은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 

- 11 -



을 결정하되， 공고내용 중 공랍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관할지역안의 장 

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관 지자체장은 공고 시에 공청 

회 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둥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지자체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지자체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당 

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 방안 동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이를 공랍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주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관 지자체장은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공람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지자체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 

한 분석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엄계획안의 내용 

- 사후환겸영향조사에 관한 계획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펼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명회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 

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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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 

을 주관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지자체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3. 공청회 

공청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하게 된다. 

- 주민이 30인 이상이 요구할 때 

- 5인 이상 30인 미만 요구할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 상인 때 

이러한 경우， 주관 지자체장으로부터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엽자는 사업개 

요 · 공청회일시 및 장소 둥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 

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누 공청회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공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주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술신청 

서를 접수한 주관 지자체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 

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공술내용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 

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 

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공청 

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지자체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 

정회는 개최한 공청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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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원자력법에서의 의견수렴 절차 

1. 청문제도 

현행 원자력법의 관련규정은 원자력법 제 104조의 3( 청문)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7조， 제24조， 제35조， 제40조， 제42조의6， 제46조， 제60조， 제68조， 제75조의3， 제79 

조， 제90조의7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문실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청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 17조: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의 취소 

- 제24조: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의 취소 

- 제35조: 연구용원자로 건설 운영허가의 취소 

- 제40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업 허가의 취소 

제42조의 6: 성능검증업 허가의 취소 

{ 제46조: 핵연료주기사업 허가의 취소 

• 제60조: 핵물질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제68조: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사엽 허가의 취소 

• 제75조의 3: ↑역무제공업 등록의 취소 

제79조: 폐기물 시설 등의 건설 운영허가의 취소 

제90조의 7: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엽 허가의 취소 

- 제93조: 면허의 취소 

2. 공청회 

원자력 법제 104조의5 (주민의 의견수렴)에서는， 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방사선환 

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 

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 둥을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 

전용원자로 설치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폐 

기업자가 허가신청서류로 작성하는 방사선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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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폐기업자”로 본다. 

그리고 다음의 원자력법시행령에서 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실시를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및 공고， 공람과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공청회 둥을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의 개요，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 

현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과학기술부장관， 

주관 및 관·할 지자체장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 · 공람기간 · 공람장소 둥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30일 이상 주민 등에게 공 

람하여야 한다. 

주관 지자체장은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플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 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계 지지-체장의 관할지역 

안의 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 지자체장은 공고를 하는 경 

우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지자체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지자체장 또는 관계 지자체장에게 당 

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 

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 받은 관계 지자체장은 이를 공람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주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 지자체장은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공람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지자체장은 평가서초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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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주관 지자체장으로부터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둥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 

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 

에 관하여 미리 주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공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주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술신청 

서를 접수한 주관 지자체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 

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공술내용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 

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 

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 지자체장 또 

는 관제 지자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 

사선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 

청회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을 각 

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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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우리 나라 국민의견 수렴제도의 검토의견 

1. 공청회 결과의 법적 효력 강화에 문제점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제6호에 의하면"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 

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었다. 여기서 ”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하다. 다분히 설명 및 의견 청취의 

의미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9조(공청회의 진행)제5항에 의하면"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았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연l 판단을 행정청의 

담당자에게만 일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투명한 처리 방안의 제시가 없다면， 공청 

회는 결국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 1항에 의하면 ”사엽자가 평가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 

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 

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었다. 그러나 ”의견음 수렴하고” 는 의미가 애매모호 

하다. 이에 따른 시행령 또한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디. 

원자력법 제 104조의5 (주민의 의견수렴) 제 1항에 의하면"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제 11조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112항 

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 

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제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 1항과 동일하다. 

결괴-적으로 우리의 행정절차볍 환경영향평가법 원자펙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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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하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처분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 

여 공청회 결과의 법적 효력 강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의 이원화 

환경영향평가법은 제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1항에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 

게 되어 있으며， 원자력법은 제 11조(건설허가) 제 2항에서 건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 

다. 

방사학적 및 비방사학적 환경영향평가를 별개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다. 환경영 

향평가는 시설 도입의 필요성이 대안분석 및 편익비용분석 등올 통하여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사전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추진 

되려면， 이러한 평가의 이원화는 지양되어야 활 것이다. 환경평가를 단일 책임행정 

청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련 인허가의 혼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사엽의 추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의 성격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 

1: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건셜허가 인가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다. 

제 11조 (건설허가) 제 1항에 의하며 11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차원보다는 원자력시설의 환경관련 인허가의 측면이 매우 

크다. 따라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 및 규제의 측면에서 수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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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환경관련 인허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 모순 

성 해결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기타 문제점 

환경영향평가법 및 원자력법에 의하면 공청회는 관련 지자체장 주관으로 수행하 

여 주민의견 수렴을 노력하며， 그 결과를 책임행정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책임행정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부가 되고， 원자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 

가 된다. 실제로 사업을 담당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책임행정청은 관련이 

없어진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공청회보다는 중앙정부의 책임행정청이 주 

관하는 공청회가 이러한 갈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법 제 11조(건설허가)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에 공청회가 언급되고 었다. 발전용원자로 밖의 시설이나 혹은 원자력 관련 물질의 

면허 취득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장치의 개발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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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국의 원자력시절 언허가 관련 공청회 제도 

제 1 절 서론 

행정절차조례(A마ru띠strative .Procedure Act, U.S.C. 551)는 미국의 행정절차에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청회 제도 도입을 명시하 

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조례189절 (Section 189 of the Atomic Energy Act, 42 

U.S.C. 2239)인 ”공청회 및 사법적 검토(Hearings and Judicia1 Review)"에서는， 원 

자력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의 공청회 요청 및 사법적 검토 청원에 

관한 권리를 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건설 및 운전을 위한 모든 허가신청에 대하여， 에너지개편조례(Energy 

Reorganization Act), 에 너 지 정 책 조 례 (Energy Policy Act), 원 자력 조 례 (Atomic 

Energy Act)와 그 이행 규제 활동에 따라， 반드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었다. 

한편， 원자력조례 그리고 에너지개편조례에서는 원자력시설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포함한 제반 인허가 및 규제 활동을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가 주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조례 191절은 원자력시설 인 

허가와 관련된 공청회를 전담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NRC 산하에 원자력안전성 및 

인허 가 보드(ASLB: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를 설 립 운영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공청회는 1인의 공청회 주재자(presiding officer) 혹은 ASLB패널 

(ASLBP: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D에 소속된 3인의 위원으로 구 

성된 ASLß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청회 주재자는， 일반적으로， ASLB 패널의 의장 

이 패널 구성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한다. ASLB는 의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 

격을 가진 주심행정판사(Chief Administra:tive Judge) 1 명과， 기술적으로나 혹은 기 

타 전문 분야에 자격을 가진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공청회 절차는 NRC가 마련한 행정절차법인， 

lOCFR2(Rules of Practice for Domestic Licensing Proceedings and Issuance of 

Orders)를 따른다. lOCFR2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읍 NRC 자체의 시행 규정에 따 

라， 행정절차조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U.S.C. 551)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 

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lOCFR2에 의하면，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공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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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 

공식공청회는 lOCFR2 부절 G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ASLB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 절차에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공청회 개최 이전에 조사 검토
한 모든 결과(예 

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전 관련 허가 신청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SAR, ER, NRC가 작성한 SER, FES ,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진술서 

둥)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되며， 연방 법정 (federal courts)에서 사용하는 배섬원제 

도(jury system)의 전통적인 절차를 보완한 절차로서， 3인의 배심원이 사용하는 절 

차를 채택하고 있다. 공식공청회는 전력용원자로 인허가에 관련된
 사안에서， 그리고 

개인 및 사업자들이 아닌 기관에 의한 집행 절차에 대한 처분해서 도
입된다. 

비공식 공청회는 lOCFR2 부절 L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주요한 차이점은， 공식 

공청회의 경우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ASLB가 주관하는 반면에
， 비공식 공청회는1 

인의 공청회 주재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심의 절차는 두 
가지 양식의 공청 

회에 대하여 동일하지만， 비공식 공청회의 경우， 어떠한 결정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 

한 기록 구축 절차가 다르다. 기록에 대한 공청회 대선에， 이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 

면 자료를 직접 이용하고 서면 자료 검토 후에 공청회 주재자
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구두 진술을 요구하여 기록이 구축
된다.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공청회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면 

서，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NRC에 의한 행정적
 처분 행위의 하나 

이다. 그 이유는 사안이 종종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에 걸쳐 있으
며 이에 따라 고도 

의 기술적 및 과학 이론 의견 연구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
은 물론， 한편 종종 

국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원자력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관한 국가 차원 

의 논쟁 등 복잡한 논제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신청자
에게 인가， 허가， 

면허의 개정 혹은 연장 등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청회 주 

재자 혹은 ASLB는 단순한 심판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 혹 

은 ASLB는 처분 행위 과정에서 대중 건강 및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사항 

을 파악，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
기된 현안 차원을 훨 

씬 넘어서서 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어떠한 이해 
당사자도 공청회 및 

NRC의 행정적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법적 판결을 위
하여 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주정부 법원은 상고를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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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FR52인 ”원자력발전소의 조기부지허가; 표준설계인준; 및 복합면허”와 관련하 

여， 신형 원자력발전소 인허가와 관련된 

정하고 었다. 그 내용은， 전력용원자로의 

회 개최 절차， 그리고 조기 부지 적합성 

공청회 절차를 lOCFR2의 부록으로 

제작， 건설 및 운전 허가신청에 

별도로 

관한 공청 

있다. 결정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포함하고 

정책성명으로서， 

"Statement of Policy on Conduct of Licensing Proceedings, CLI-81-8, 13 NRC 

452 (1981); 46 Fed. Reg. 28,533 (May 27, 1981)"을 발간하였다. 그러 나 최 근 원자 

력시설 인허가 관련 NRC가 주관하는 미국의 공청회 제도에서 그 비효율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웅하여， 1998년 7월 28일 NRC는 공청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1981년 관하여， 수행에 처분 갖는 법적효력을 NRC는 

운영하기 위한 정책성명인 "Commission Policy Statement on Conduct of 

Adjudicatory Proceedings; CLI-98-12, 48 NRC 18, July 1998"을 발표하였다. 본 정 

책 성 명 은 lOCFR2를 하고 있으며， 특히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다.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ASLB 

에 의한 법적효력을 갖는 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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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공청회 

원자력발전소 언허가 취득을 위한 과정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었다. NRC 법규 

lOCFR50인 ”생산 및 이용을 위한 원자력시셜 인허가(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또는 lOCFR52언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부지 허 가; 표준설 계 인 

준; 및 복합면 허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1ear Power Plants)"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를 따르는 것 이 다. 

1. lOCFR50에 따른 전력용원자로의 인허가 

현재까지 전력용원자로 인허가는 lOCFR50에 근거를 둔 건설허가(CP: 

construction permit) 와 운 전 면 허 (OL: operating license) 2 단 계 로 이 루어 지 는 인 허 

가 과정을 거쳐오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허가(CP) 신청 

NRC 담당자 및 ACRS 검토 

공장화 

CP 취득 

건설 및 검사 

운전면허 (OU 신청 

NRC 담당자 및 ACRS 검 토 

공첩화 

OL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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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허가와 공청회 

전력용원자로의 건설허가 취득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우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와 환경보고서 (ER: Environmental 

Report)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사업자가 작성하여 NRC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 

것부터 시 작한다. NRC 담당자들은 원자력조례 (Atomic Energy Act)에 의거 안전성 

검토(safety review)를 수행하며， 국가환경정책조례(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거 환경 검토(environmental review)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안 

전성 검토 과정에서는 원자로안전자문위원회(ACRS: Advisory Committee for 

Reactor Safety)의 검토 자문을 받게 된다. 

NRC와 ACRS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NRC는 안 

전성평가보고서 (SER Safety Evaluation Report)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NRC는 환 

경검토를 완료하면 환경진술서초안(DES: Draft Environmental Statement)을 작성 

하여 환경보전심의회 (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 환경 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지 방정 부(Local Governments) , 주정 부(State 

Governments) , 타 연방기관(Federal Agencies)동에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NRC는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환경진술서 (FES: Final 

Environmental Statement)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허가 선청에 대한 NRC담 

당자들의 꽁식적 검토는 SER과 FES 작성을 끝으로 완료된다. 

다음 NRC는 ASLB에 공청회 (hearing) 개최를 요구하게 되며， ASLB는 허가신청 

자가 제출한 PSAR, ER, 그리고 NRC가 작성한 SER, FES를 심사하게 되며，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 퉁이 제출한 서면으로 작성한 진술을 근거로 건설허가에 대한 심 

의를 하게 된다. 

ASLB의 심의결과가 NRC의 결론과 상충될 때에는， NRC는 원자력안전성 및 인 

허 가 상고보드(ASLAB: Atomic Safety and Licensing Appeal Board)를 소집 하여 

ASLB 결정에 재섬을 요구할 수 있다. ASLAB는 ASLB와 같이 3 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ASLB에 속해서 해당 결정을 내린 위원은 같은 안건에 대한 ASLAB 

위원이 될 수 없다. 만약에 ASLB와 ASLAB의 결정이 상충될 때에는 5명의 NRC 

위원( Commissioners)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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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자는 환경 공청회 (environmental hearing)가 완료된 후 필요하다면 제한 

건설허가(L W A: Limited Work Authorization)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LWA 

취득 시에는 부지 준비 작업으로서 철거， 고르기， 굴착， 기초 콘크
리트， 임시건설시 

설， 조명시설， 위생시설 둥을 포함한다. 

나. 운전면허와 공청회 

전력용원자로의 OL 신청은 CP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NRC에 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 (FSAR: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 환경보고서(ER)와 함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이 단계의 ER을 건설후 환경보고서 (Post-construction ER)라 

고 하며， 그 검토과정 및 공청회 절차는 건설허가 신청 및 취득단
계와 동일하다. 

2. lOCFR52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의 인허가 

lOCFR52의 목적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
진하고， 인허가 과 

정에서의 대중 참여를 증진시키며 인허가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을
 감소시켜 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lOCFR52는 미국의 신규 원자로인 신형경수로 

(ALW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의 인허가에 적용하고 있다. 언허가 효율 

성 제고를 위해， 조기부지허가(ESP: ear1y site permit)와 표준설계인준(SDC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을 별도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이를 종합하여 복합
면 

허 (CL: combined license)를 신청하는 단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를 1단계 인허가 

(one- step licensing)라고 한다. 

lOCFR52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설계와 부지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설 설계의 검토를 통하여 SDC를 취
득하게 되고， 별도로 

부지에 대한 조기 검토를 통하여 ESP를 취득하게 되면， 이를 복합
하여 이미 ESP를 

취득한 부지에 SDC를 취득한 설계를 적용하여 CL을 신청하게 된
다. CL을 취득한 

후에 건설이 추진되며， 별도로 OL없이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 기준(ITAAC 

inspection, test, analysis & acceptance criteria) 준수를 확인하여 최종 운전이 허 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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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FR52 인허가 과정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인준(DC) 신청 조기부지허가<ESP) 신청 

NRC 담당자 및 ACRS 검토 NRC 담당자 및 ACRS 검토 

최종설계숭인(FDA) 공척회(꽁식) 

공첫회(비공식) ESP 허가 

DC 허가 

복합면허 (CU 신청 

NRC 담당자 및 ACRS 검토 

공첫회(공식) 

CL 숭인 

건설 및 ITAAC 수행 

꼼척회 (비공식 혹은 공식)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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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설계인증(SDC)과 공청회 

원자력발전소 시설 설계에 대하여 SDC를 발급 받기 전에 먼저 최종설계승인 

(FDA: final design approvaD을 받아야 한다. FDA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설계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FDA 단계에서 설계의 완성도는 기존 lOCFR50의 FSAR 수준에서 부지 특성 

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정도이다. SDC 검토는lOCFR2를 따라야 하며， ACRS의 검 

토， 비공식 공청회(필요한 경우에 공식공청회 개최 가능) 등을 통하여 SDC가 발급 

되고， 그 유효기간은 15년이다. 

나. 조기부지허가(ESP)와 공청회 

lOCFR52에서는 SDC 심사와 별도로 단일 혹은 다수기 건설을 위한 부지의 타당 

성 심사를 위한 ESP허가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허가신청서 내용은 부지 특성， 환 

경관련 설비 특성， 비상계획 및 환경보고서 둥이며， ACRS의 심사 및 공청회를 거 

쳐 ESP가 발급된다. 이 때 ESP는 CP의 일부이므로 CP에 적용되는 lOCFR2의 모 

든 절차상의 요건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ESP는 SDC 및 CL시에 참조가 가능하며 

제 3자의 탄원이 없는 한 ESP에서 허가된 사항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통합면허 (CL)와 공청회 

CL은 lOCFR50의 건설허가와 운전면허로 되어 있는 2-단계 인허가 절차를 1-단 

계로 통합한 것으로 SDC와 ESP를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CL 발급 절차는 

lOCFR2에 따른다. ACRS의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CL이 발급되면 건설이 시작되 

고， 건설 풍에 적절한 간격으로 ITAAC 준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연방관보에 발 

표한다. 만약 제3자의 이의 제기가 없고， 제규정 및 조건을 만족하면 조건부 운영허 

가는 완전한 운영허가로 바뀌어 핵연료 장전이 개시된다. 제3자의 이의 제기 및 안 

전성 관련 문제점이 발생되면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현안 문제를 해결 

하고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 

이러한 lOCFR52에 의한 인허가 과정에서 공청회는 SDC 취득 과정에서 l 번， 

ESP 취득 과정에서 1번 그리고 CL 취득 과정에서 1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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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직전에 1번， 모두 네 차례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설계와 부지 관련 공청 

회가 완료되면， 그 후 별도로 같은 사안을 갖고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 

므로， 현재 lOCF많0에 의한 인허가 과정에서 수행하는 두 번의 공청회와 그 회수 

가 같게 된다. 그리고 검토과정 및 공청회 행정절차는 lOCFR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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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조례의 공청회 제도 

1. 원자력조례 189절 

원자력조례 189절 (Section 189 of AEA, 42 U.S.c. 2239)은 ”공청회 및 사법적 검 
토(Hearings and Judicial Review)"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청회 대상 

관련 면허 혹은 건설허가의 승인， 보류， 취소， 개정， 혹은 관리이전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처분， 면허의 활동범위를 취급하는 법규의 발급 혹은 개정에 관한 처분， 그 

리고 변상， 포상 혹은 사용료 지급에 관한 처분에서， NRC는 이해관련 모든 개인이 

요청한 공청회를 승인해야 하고， 그러한 개인을 해당 공청회에서 이해 당사자로 승 

인해야 한다. 

나. 건설허가 선청과 공청회 

NRC는 건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30일간의 통고를 요하며 연벙-관보에 한번은 공 

포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플 롱하여 건설허가를 이미 

발급 받은 바가 있는 경우， NRC는 해당 시설의 건설허가 개정안， 운전면허， 운전면 

허 개정안을， 이해 당사자에 의한 공청회 요청이 없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내에 이 사실을 통고하고 연방관보에 한번은 공포하여 

야 한다. NRC는 심각한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허가 개정안 혹 

은 운전면허 개정안 신청에 대하여 이러한 30일간의 통고 및 공포도 특면할 수 있 

다. 

다. 운전면허 신청과 공청회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를 받은 허가취득자가 최초로 연료장전을 예정한 경우， 

NRC는 100일전에 연방관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이 통고를 통하여， 처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60일 이내에 건설된 시설이 인허가의 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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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서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공청회를 요청하는 경우，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에서 명확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혹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방호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공청회 요청을 접수한 후， NRC는 신속하게 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NRC는 원고들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 및 답변들을 검토한 

후， 엄시운전 기간 동안에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방호가 합리적으로 

보장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RC가 합리적으로 보장된다고 결정하면， 운전 

면허(복합면허 포함)에 따른 임시기간 동안 운전을 허용한다. 

공청회 개최 요청을 승인하면， NRC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공청회가 비공식적인 

절차이던 공식적인 법적효력을 갖는 절차이던 간에， 적절한 공청회 절차를 결정해 

야 하고， 이에 대한 끈거를 밝혀야 한다. 

NRC는 운전통고 공포 혹은 최초 연료장전 예상얼로부터 180일 이내로， 공청회 

개최 요청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 허가의 개정과 공청회 

NRC는 어떤 개인의 공청회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고， 계류 중이 

라 할지라도， 즉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및 완료 전에 그 개정안을 승 

인하고 즉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때， NRC는 관련시설이 위치한 주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NRC는 정기적으로(적어도 30일에 한번) 발급된 개정안 혹은 발급이 계획된 개정 

안을 통고해야 한다. 통고에는， 개정되거나 개정하기로 제안된 각 사항들에 관하여， 

(i) 관련시설을 명시해야 하고; (ii) 개정한 내용올 간략하게 서술해야 한다. 

NRC는， 본 단락의 유효일 이후 9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립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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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공포해야 한다.m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 개정안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ii)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사전통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비상상황에서는 

그것을 특면하는 기준(긴급 상황을 요하는 제안 개정안 명시); <iii) 관련시설이 위치 

한 주정부와 그러한 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한 절차. 

01 
늦; 고 

검토 마. 사법적 

포함)에 따른 운전시작을 

있다. 부록 

허가 운전면허(복합면허 처분에서 최종명령， 혹은 시설 

하거나 금지하는 최종명령은 사법적 검 토(judicial review)를 요 청 할 수 

보여 간추려 3-1에는 사법적 검토를 통한 판결사례 (Notes of Decisions)를 요약하여 

주고 있다. 

2. 원자력조례 191 절 

및 인허 

끈거룹 제시하고 었다. 

원자력조례 191절 (Section 191 of AEA , 42 U.S.c. 2241)은 원자력 인·전 

가보드(ASLB: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설 치 

71. ’) ; ., 행정절차조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규정에도 뭔구하고， NRC판 

섣치한 수 있디. ASLB :3 ASLB츠주 이상의 그
 

으
 

L 호
 
「한개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의 

행정적 

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서 NRC가 요구하는 공청회 

혹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ASLB가 갤정윤 내려야 하는 사안은 원 

처분을 주재할 자격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2언은 NRC가 갤정 

운영괴 관-랜하여 적절한 기술적 

인 중 1인은 

허가 규정， 기타 법적 규정， 혹은 NRC 관런 규정에 따라 면허 

숭인， 보류， 취소， 개정과 관련된 것이다. NRC는 적절하다고 여기면， 기티- 다른 

규제기능도 ASLB에 위임할 수 있다. NRC는 자격윤 구비한 ASLB 위원단을 

하여 ASLBP를 구성하며 그 중에서 ASLB를 구성할 수 있디 

선정 

호ë..Q.. 
-, ,• 자력조례 상의 

ι ~
J一 「기타 연방기관에 ASLB위원은 NRC가 민간인을 선정하거나， 혹은 NRC 및 

집회를 위하여 화드L 
• 1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민간인 ASLB 위원은 회의 

따라 열당을 

비콧한 제반 경비흘 제공 받는디 

하고 

등뜸장비를 관련된 받으며， 모든 위원은 ASLB 염무와 수에 소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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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볍 lOCFR2 절 4 제 

10CFR2는， 행정절차조례， 원자력조례 189 및 191절에 의거 제정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처분 및 명령 발급과 관련된 행 정 절 차법 (Rules of Practice for Domestic 

-
주
 

간
 

다음과 같이 내용은 Licensing Proceedings and Issuance of Orders) 이 다. 그 
릴 수 있다. 

1. 면허의 발급， 개정， 이전 혹은 갱신을 위한 절차 

lOCFR2, 부절(Subp따t) A에서는 면허의 발급， 허가취득자의 요청에 의한 면허 
이전 및 갱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 면허 

가. 허가신청서 제출 

면허개정 허가신청서는， 사안에 따라， NRC의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불질안전조치국장(Director 

q .1 
^ 

면허 허가신청서 

of Regulation) Reactor Nuclear of (Director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에 게 제출한다. 허 가신 청 예 정 자는 허 가선 
비공식적으로 NRC 닦당자(staff)와 협의힐- 수도 있디 

청서 제출 이전에 

나. 문꺼번호 부여 

대한 허가신청서， 혹은 

적으로 방사성물질을 인수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는 문서변호(docket number)를 할당 

R. -, 
c; 1 I=l 。
AI 딘- ;:순 

폐기물처분 허가취득자가 상엽적 
원자력시설에 

겨 
。

위해， 

받는다. 그러나， 생산 및 

우， 허가신청서에 문서번호를 부여하기에 

허 가신 청 서 를 접 수하고 일 단은 ”제 출된 허 가신 청 서 (tendered application)"으로 취 급 

건설허가나 운전면허 신청의 

채텍가능성을 결정하기 二l

이용을 위한 원자력시설의 

충분한지 

그리 된다. 

결정된다. 건설허가 신청의 

공람하게 
하며， 그 사본을 NRC 문서열람실 (Public Document Room)에 
문서변호 부여의 결정은 -M 。

'6 •. 
이내로 보통 30일 고 

내용의 충분성을 끈거로 문서 

후 가능한 

NRC는 허가신청서 작성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기숨적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경우， NRC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공청회 개최 통고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그 문서번호 부여 여부는 열반적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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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NRC 담당국장이 건설허가 혹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환경 보고서 (ER: Environmental Report)"에 문서 번호 부여 를 결정 하게 되 면， 그 

허가신청서에 

분하지 않다고 

문서번호를 할당하고 허가신청자에게 그 결정을 통고한다. 자료가 충 

결정하면， NRC 담당국장은 허가선청자에게 

문서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준다. 

이 결정을 통보하여 J 

다. 허가신청서에 대한 행정적 검토 

NRC 담당자는 허가신청서를 검토하는 중， 허가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떤 처분 당사자라도 비공식적으로 협의차 회의를 갖도록 

요청할 -'-
τ- 있다. 건설허가 및 운전면허의 문서번호가 부여된 허가신청서의 7-1 。

'01, 

NRC 담당자는 검토 일정을 확정하게 되며 문서번호 부여 이후부터 검토완료까지 

의 주요 중간 단계를 확정하게 된다. 

NRC 닦당국장은 문서번호가 부여된 허가선청서플 ACRS에 회부한다. ACRS는 
l -H ^~ tcl .., 검토 보 요건에 따라， 그리고 NRC 요건에 따라， NRC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출한다. 담당국장은 ACRS의 각 보고서륜 문서밴호가 부여된 허가선청서 

91 힐부보 편입하고， 사본판플 해당 주정부 및 지빙 공무윈들에게 송단한디. 

한편， NHC 담당국장은 문서번호가 부여된 허가신청서의 사본플 법무장관에게 송 

단하여， 꽉점금지 (antitrust) 판련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탐당국장은 법무장관 

권고룹 점수하고 즉시 연방관보에 이를 공포하며. 이 권고를 독점금지 문제 

ï;'-:l 처분 기콕의 한 부분으로 사용한다. 이해 당사자는 허가선청서에 독점금지 측떤 

에서 개입플 청원하거나 혹은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입 청원 빛 

개최는 공포 이후 30일 이내 요청하여야 한다. 

공청회 

라 공청회 개최 

조려l u1 
^ 

감청회가 

법에서 일반 대중의 요구하거나， 혹은 NRC가 판단하기에 

결정한 허가선칭서의 경우， NRC는 허가선정서 

개최륜 공포하며， 건션허가 선칭의 

펠요하다고 

이익을 위해 

접수후 최소 

1;)인 이 내에 면빙-관보에 쉰청회 

33 

7:1 。
。-"

l듭 -:-r 01 ,-' 
。J..!- 2 ...:r:.. 



관
 

부터 최소 30일 이내로 공청회 개최를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건설허가 신청에 

한 공청회 개최 통고에서， 일차 공청회의 일자 및 장소 등을 기술하지 않으면， 최소 

30일 이내로 공청회의 일자 및 장소를 알리는 추후 통고를 연방관보에 공포한다. 

건설허가 신청의 경우 공청회에서 다음 사항을 겸토한다. 

1)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해당 법규의 준수 여부 

- 허가신청자의 제안 시설 설계， 건설 

허가신청자의 제안 시설 설계， 건설 

- 안보 및 대중 보건안전에 미치는 

- NEPA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충분성 유무 

자격의 유무 

자격의 유무 

기술적 

재정적 

영향 여부 

2) 처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허가신청서 및 처분기록이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NEPA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충분성 

3)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처분에서 해당 법규의 요건플 준수 결정 

처분의 기록에 포함된 상충되는 인자들 간에 최종적 균형 해갤 

보호륜 위해， 건설허가름 발감， 거부， 적섣히 조정한 지븐 겸?정 

。t:J

Tr T 

환경 

경우， 공칭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펴는 사안틀윤 

고 안전성， 환경，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저l 기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시설의 건설이 건설허가(개정된 허가신청서 포함) 및 해당 법규에 

해진 기한 내에 충분히 완료될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설이 개정된 허가선청서 및 해당 법규에 부합하여 운전될 수 있는지 여부. 

승인된 작엄뜰플 일반 대중의 보건 및 안션을 위협하지 않고， lOCFR 

의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수행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허가신청자가 운전면허에 승인된 작엽들을 법규에 따라 수행할 
。 n

TrT. 

검토하고.그리 

부합하여， 정 

기술적， 재정적 

신청의 

:3) 운전면허에 

운전면허 

자격의 

5) 해당 법규의 충족 여부. 

보건 및 안전에 혹은 열반 대중의 및 안위 망어 二i1.二iL 01 
。 0-16) 면허의 발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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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건설허가 혹은 운전면허 신청의 경우 혹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독점금지 관점을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NRC에서 판단한 경우에， 공 

청회 개최 통고에서는 다음을 언급한다. 

1) 공청회 일자; 공청회 일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하도록 한다. 

2) 공청회 주재자; 공청회 주재자는，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혹은 

NRC가 설 립 한 ASLB, 혹은 ASLBP의 주심 행 정 판사(chief administrative judge)가 

된다. 

3) 독점금지법 준수; 공청회 주재자는 제안된 면허 하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독점 

금지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지속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안전성 및 환경 공청회 별도 개최; 방사학적 보건 및 안전 혹은 공공의 방어 

제기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청회를 

권고를 

및 

법무장관의 접수한 후， 혹은 

사항과 NEPA 하에서 

개최하게 된다. 

안위의 

NRC는 공청회 개최 통고를 법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 및 기타 개인들과 해당 

주지사，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에게 정해진 기한 이내로 송탈한다. 

마. 조치사항의 통고 

혀
L
 

경우， NRC는 허가신청서에 

공포한다. 그리고 공포 후 30일 이내로， 허가신청자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 

고
 

대한 조치사항의 。l- L一
l송 ττ 공청회가 요구되지 

l앙관보에 

청원할 수 있 개엽블 요청되었을 경우， 이해 당사지는 개최가 이미 하거나， 공청회 

다. 

개입 청원이 통고에서 

않으면， NRC는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시키게 되고， 해당 주정부 및 지방 공무원에게 

통고하며， 연방관보에 인허가 발급 혹은 기타 조치사항의 

제출되지 언급한 기한 내로 호」으 ..., '-요청 개최 공청회 만일 

공포할 수 르
 
므
 

고
 

통
 

이를 

았다. 

언급한 기한 내로 제출되면， 

주재지-논 공 주재자는 그 요청 및 청원을 관장하게 되고. NRC 혹은 공청회 

통고에서 혹은 개입 청원이 요청 개최 공청회 만얼 

공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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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 

호
 「

통고 혹은 적절한 명령을 발급한다. 허가신청서에 대한 독점금지에 

공청회 주재자로는 주섬행정판사 임명된 관장하도록 청원을 

청회 개최 

다
 

은
 뱉
 

혹
 
지
 

가
 

M 
요청 여 

01 꾀닝 ^ '1 1 바. 허가신청서 철회 

NRC논 공청회 개최를 통고하기 이전에 명시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허가신청자 

가 허가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청회 개최 통고 이후의 허가신청서 

회는 공청회 주재자가 명시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른다. 

철 

。L으 겨 。
lÕ2: '6 ••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그 요청일 30일 이내 허가신청자가 이행하지 

허가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신청서 접수 통고는 이미 

공청회 개최 통고가 공포되지 않았을 

공포되었으나 NRC는 

거부 통고를 

이 

경우， NRC는 

공포한다. 공포일 30일 이내로， 허가신청자는 공청회를 요구하거나， 처분에 의해 

해관계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개입을 청원할 수 있디 

연방관보에 아직 

통고가 모두 공포되었을 경우， 공청회 

것인지 그 여부플 

주재 접수 통고와 공청회 개최 

동의하는 

허가신청서 

자는 거부해야 할 즉시， 허가신청서를 담딩자가 NRC 

결정한다. 

부과에 t:l-l :0<.1 01 
2. -'-1 취소， 민사상 호

 
「보류 개정 부과， 면허의 의한 요건의 2. 명령에 

관한 절차 

lOCFR2, 부절 B에서는 NRC 담당자가 발의하거나 혹은 

우， NRC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 명령으로 요건을 부과하거나， 면허 

를 개정， 보류， 취소하거나， 혹은 기타 조치사항을 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겨 
U 

。l..Q.. 
Aλ E 요청이 개인의 

가. 명 령 (order) 

NRC는 면허를 개정， 보류， 취소하거나， 혹은 기타 조치를 위한 처분에서， 그 관할 

속하는 허가취득자 혹은 기타 개인에 대해서 맹령을 집행하는 절차를 세우게 

고발하고， 조치사항플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 36 .. 

위반사항을 명령에서는 

권에 

된디 



제시하며， 

보건， 안전 및 이해 관계상 필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에 따라 조 

및 사실을 조건 위해 

명령의 유효기간을 알리게 된다. 만일 NRC가 공중의 

요하다고 판단하거 나， 혹은 

치사항을 즉시 유효하게 한다. 

잠정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위반행위에 

근거로 충분한 대한 조치사항에 

허가취득자 혹은 개인은， 서약 혹은 확약의 형식으로， 명령일 

이내로 서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그 답변에서는 명령에 있는 각 주장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해야 한다. 만일， 그 명령에 

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의 부당함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허가취득자나 개인 

이 적용하고 있는 사실 혹은 법 등을 입증해야 한다. 답변에서 명령일 20일 이내로， 

그 명령의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다. 

동의 

tll-.9.. 
I二 L.. 발급 

혹은 고발 등에 

명령을 

20일 

답변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NRC는 공청회의 시기 및 장소를 지시하 

명령을 발급하게 된다. NRC가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명령음 발급한 경우라 힐

지라도， 허가취득자나 개인이， 명령이 충분한 증거에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주장 혹은 오류가 있다는 

주재자에게 그 명령의 

리고 NRC 담딩자 혹은 타 이해 

않았으며， 의문점이 

제시함으로써， 공청회 

근거하지 

만일 

는
 

이유를 

줄 것음 제의할 수 있디 그 중지시켜 즉각적인 효력을 잠시 

~l 

침해하지 않 

주재지-는 

사유가 타당하다면， 허가취득자 및 타 이해 당사자뜰의 

는 한 해딩 기간 중에 어느 때나 즉각 유효 명령에 관한 공칭회꽉 연기핫 수 있디-

경우， 공청회 

적절한 권리룹 

제의가 였은 당사자의 

%l 령의 二l문서로 서변상의 。r -
호
 
「허가취득자 및 개인이 답변 

동의하게 되면， 그 명령은 공청회 

및 효력을 

tlLQ.. 
[二 '-

님L 二그 
2. 1:1 pj a-2-

。 。

이후 발급 주재자나 NRC가 공청회 기재 사항에 

유효하게 1:1].대로 제시펀 명령에 되며，그 

이상 논쟁을 

관의 검토를 요청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갖게 한 명령과 같은 

된다. 그 명령의 타당성에 

구속력 

기 벌이거나 흑은 NRC 및 사법 대하여 더 

및 절충Csettlement and compromise) 나.타협 

변허를 개정， 보류， 취소하는 혹은 기타 조치를 위한 처분에서， 공청회 

장소를 지시하는 명령이 발급되면 언제든지. NRC 담당자와 허가취득지- 등은 

별칙윤 타협하기 

시 개최의 

。1
λ人

/’-, 시작힘 A~ 三드.Q.. 
R φ ;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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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해결하거나 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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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civil penalties) 

다. 

다. 민사상의 

제출하는 경우， 

별칙을 부과， 완화， 

혹은 명령에 명시 

대한 답변을 

민사상의 

이내 

개인이 그 위반 통고에 

처분을 기각하거나 혹은 

명령일 20일 

고발된 인하여 위반행위로 

검토하여 

경감하는 명령을 발급한다. 고발된 개인은 그 

된 기간 내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답변을 NRC는 그 

만일 위반으로 고발된 개인이 공청회를 요청하면， NRC는 공청회의 시간 및 

지정하는 명령을 발급하게 된다. 만일 공청회가 개최되면， 공청회 주재자 혹은 

NRC는 공청회 후에 처분을 기각하거나 혹은 민사상의 벌칙을 부과， 완화， 경감하는 

명령을 발급한다. 그리고 민사상의 별칙을 절충할 수도 었다. 

장소 

를 

절충되지 않거나， 경감되지 않을 경우， 명령 송달 이후 

기간 만료 이후 10일 이내로 지불이 이행되지 않으면， NRC는 법무 

공
 

벌칙이 만일 민사상의 

개최 요청 

장관에게 위탁하여 징수를 할 수 있다. 

청회 

라. 조치사항에 대한 요청 

기티- 조치륜 위한 처분플 시작할 개정， 보류， 취소하거나 혹은 개인은，면허를 

NRC에 

각-

요청을 하게 된 경위를 기술한다. 요청을 접수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NRC 는 요 

청한 처분플 시작하거나 혹은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처분유 시작하지 아니 하는 이 

유를 알린다. 처분을 시작하지 아니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NRC는 25일 이내로 

검토하여 자신의 재량을 남용했는지를 평가한다. 

NRC의 자체 검토를 위한 어떠한 외부 청원 혹은 요청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한 기술하고 요청한 조치사헝-플 요청에서는 二I있다. -'
T 요청할 것윤 

이러한 결정을 二l자체적으로 

일반 적용 절차 :l 공청회 

엘반적으로 적용되 10CFR2, 부절 G에서는 공청회(공식 혹은 비공식)와 관련하여 

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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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r t:!.l 고 7U 
。J.!.. "* O/n 가. 공청회 

공고에서는;1) 공청회의 성격 일시 및 장소; 2) 공청회 개최의 관할 주 

사실과 법; 4) 답변 제출 시한을 언급한다.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자，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 보호 측면에서 편의를 고려하 

공청회는 NRC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다면 공개되어야 한다. 

공청회의 

관; 3) 적용 

해 당사자들 혹은 

여 결정된다. 모든 

나. 공청회 기록 및 배포 

주재자의 감독하에 NRC에서 지명한 혹은 NRC 직원인 공식 

고자(official reporter)에 의하여 속기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기록 보고된다. 보고자 

사본은 공청회에 대한 유일한 공식적인 사본이 된다. 

NRC 문서공람실에 열람 공개되며， 사본의 복사본은 규정된 수수료 지불시에 

당사자블과 일반대중에게 제공될 수 있다. 

보 공청회는 공청회 

은
 

본
 

사
 
이해 

기록 준비하는 가 

주재자가 지시하거나 승인한 개정은 부록으로 포함하고， 이러한 경우 공 

개정을 수행하여 지시한 개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은 쪽 단위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줍 단위로 수행해야 

한다. 삽입을 할 경우에는，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내용에 가능한 한 큰접하도록 추가 

조형윤 넣거나 혹은 행간에 써 넣어야 한다. 

공청회 

필요한 물리적 식적인 사본에서 

관한 법적효력을 갖는 처분 젤차를 제외하고， 인허가 혹은 개정 

에서는， 공청회 주재자는 허가신청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들의 

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은 NRC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동열한 시간과 장소 

이해 당사자에게도 제공한다. 만약 사본이 NRC 담당자에게 

다면， 이 또한 요청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재량에 따라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료
 

무
 

우편으로 발송된 

대하여 요청에 

신청에 도처그지 
rJ fJ ' '1 

에서 

다. 현안발굳 사항 및 결론 

주재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꽁칭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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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한 이해 당사자는 증언 후 30일내에 제안된 현안발굴 사항， 법 

률상 결론， 소송사건， 결정 내용을 제안된 형식 혹은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정식으 

로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1) 

2)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제안된 결론， 법률상 결론 소송사건 요약을 증언 이후 40 

일 이내에 정식으로 제출할 수 었다. 그러나， NRC 담당자의 경우는 그러한 제안된 

결론， 법률상 결론， 소송사건 요약서를 증언 이후 50일 이내에 정식으로 제출할 수 

도 있다. 

3) 공청회에서 증언한 이해 당사자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제안된 현안발굴 

사항， 법률상 결론， 소송사건 요약에 대한 제출 서류에 대하여 5일 이내에 회신해도 

된다. 

현안발굴 사항， 법률상 결론， 혹은 소송사건 요약서를 제출해야 할 때， 제출하지 

궐석 Cdefa1l1t)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명령이나 초기의 결정이 수 못하면 

행될 수 있다. 

사항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번호를 부여하여 진술되어야 하며， 

중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법률상의 결론은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하 

현안발굴 제안된 

의사록상의 

여 번호를 부여하여 진숨되어야 한다. 중재자에 의한 발견사항 및 법률상의 

소송 절차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현안에 한정되어야 한디 

라. 공청회 주재자의 권한 

2녘 르르..Q.. 
t ‘- ‘-

불필요한 시간 지연 혹은 불필요하게 방대한 의사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 

정회 주재자는 

1) 증언이 중복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제한한다. 

2) 논쟁의 소지가 있고， 반복되며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증거는 배제한다. 

3) 논쟁의 소지가 있고，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교차 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적절한 방법을 취한다. 며 

4) 관련된 현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증거의 부피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논쟁 시간의 제한을 부과한다. 

4. 비공식 공청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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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절차는 lOCFR2, 부절 L에서 제시하고 있 

및 운전원(혹은 책임운전원) 면허에 적용된다. 적용 처 

법적효력을 갖는 처분에 비공식 

으며， 이 절차는， 주로 물질 

분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lOCFR30, 32, 33, 34, 35, 39, 40 혹은 70에 따른 핵물질 허 가 승인， 양도， 갱선 혹 

은 허가취득자의 발의에 의한 개정 

- lOCFR55에 따른 운전원 및 책임운전원 면허의 

의에 의한 개정. 

중지 및 영구 핵연료 인출과 관련한 진술을 제출한 허가취득자에 

한， lOCFR50 시설로부터 숭인된 다른 시설로 핵연료를 영구 인출한 이후 시작되는 

lOCFR50 허가에 대한 개정. 

승인， 갱신 혹은 허가취득자의 발 

대 영구 운전 

주재자 가.공청회 

요청을 받는 10일 이내로， ASLB 

요청을 관장하도록 임명하고 

관련한 공청회 개최 인허가 처분에 NRC로부터 

개최 한 명을 공청회 중
 

패널 구성원 패널의 의장은 

주재자로서 봉사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급 필요한 경우 그 공청회를 수행할 공청회 

한다. 

않은 공청회륜 수행하고， 시간 따라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법에 주재자논 공침호l 

?J.ε二^ 1 __ 이행할 의무판 식젤한 조치를 취하며， 명령플 내리고 피할 수 있도꽉 ^l 연플 

참가자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혹은 유사한 사안을 처 리 한다. 

• 문제 해결 및 간소화， 기타 목적으로， 공청회 전 혹은 중에 회의를 개최한다 

• 본인의 재량 혹은 NRC 지시에 의해， NRC에 질문 사항을 교부， 결정한다. 

전에，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비공개 기록을 항상 이용할 수 있다. 

- 서약 및 확약 사항들을 관리한다. 

예비결정을 발급한다. 

공청회에 

주재자는; 

- 공청회 진행， 처분 및 

• 절차상 발생하는 요청 

디.공청회 

예비결정 

위한 문서 공청회를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참고인 출석하여 

증거플 수취한디. 

작성플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급한다 

모든 사설플 공식적으로 통고하고 서면상 혹은 구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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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LBP로부터 특별 보좌관들을 임 명 한다. 

• 특정한 처분에서 별도의 절차들을 사용하도록 NRC에 권고한다 

一 원자력조례 및 lOCFR2에 부합되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 

나. 이해 당사자가 아년 개인의 공청회 참여 

공청회 주재자는 이해 

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 

제한적 출석은 공청회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어떤 사안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혹은 구두상으로 가능하며， 공청회 

출석에서의 진술은 결정상 기록의 

주재자의 

에 의해 

않는다. 

재량으로 서면 

결정된다. 제한적 

주재자가 채택한 규칙 

고려되지 일부분으로 

공청회 개최 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이 내려진 30열 이내로， 혹은 그것이 공포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 통고가 발급된 30일 이내로， 영헝 받는 주정부， 군， 지자체 0 .1 
?ζ 

-, 

기관의 대표자는 그 처분에 참여할 기회를 요청할 수 였다. 그 참여 요청에서는 처 

하여 

주요 사안이 되는 인허가 활동에 관한 요청자의 관섞 분야륜 합리적으로 구분 

진술해야 한다. 참여 요청자가 관섬 분야를 상술하여， 시간에 맞추어 제출한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공청회 주재자는 그 대표지-뜰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음 

취하도록 서변 및 구두상으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청회 참여자뜰은 그 

참여한 모든 사안에 대해 예비결정에 대한 상고를 통고할 수 있다. 

디-_ NRC 땀당지-의 역할 

공청회 개최 요청이 제출되면， NRC 담당자는 그 처분에서 이해 당사자가 된다. 

공청회 개최 요청이 제출되면， 공청회 주재자의 임명 10일 이내로， NRC 담당자는 

자신이 그 처분에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아넌지를 공청회 주재자에게 

통고한다. 공청회 주재자가 판단하기에 그 처분에서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데 NRC 

담당자가 이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면， 그 즉시 

공청회 주재자는 NRC 담당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명 
c.;l 
。 혹은 허가할 수 있다. 

라. 공청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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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회 서류에 

주재자가 공청회 개최 요청을 승인하는 30일 이내로 NRC 담당자는 공청 

문서번호 부여 요청을 하고， 그것을 공청회 주재자에게 제출하며， 허가신 

청자 및 처분에 참여한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활용가능 하도록 한다. 그 후， 공청 

회 참여 요청 또는 개입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엘 이내로t NRC 담당자는 공청 

회 서류를 허가신청자 혹은 공청회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청회 서류 

는 NRC 문서열람실에 보관하여， 일반 대중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서 

공청회 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개정， 허가신청서에 

혹은 평가서 t NRC 보고서 및 그 허가신청서에 

관련된 NRC 환경영향진술 

교환 서신 등으로 구성된다. 공청회 개최 요청이 

관련된 허가신청자와 NRC 간의 

승인될 당시 이미 지정된 지방 문 

서열람실 혹은 NRC 문서열람실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보관된 공청회 서류 문서들은 그 문서들을 보관 

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 공청회 서류와 통합시켜 보 

관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해서 공청회 서류를 항시 최신의 것으로 갱선， 유지할 

지속적인 의무를 지니며， 또한 공청회 서류를 활용가능 하도록 그 자료틀윤 문서밴 

담당자는 NRC 

호 부여하여， 공청회 주재자， 허가신청자， 이해 당사자， 공정회 

비하고 있플 지속적인 의무가 있다. 

참여자뜰윤 위해 
7_ 

τr 

마. 서변 진술， 서면 질의 

공청회 개최 통고가 공포되고t NRC 담당자가 공청회 서류를 활용가능 하도록 한 

이후， 이해 당사자뜰과 공청회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장 및 투L 송1 
"- ‘」 자료， 정보 문서， 

기타 서면상의 증거 등을， 그 시기에 혹은 공청회 주재자가 명령한 순서에 따마서， 

서면으로 진술，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공청회 주재자는 그 자신의 발의에 의해， 이 

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적절한 문헌 자 

료， 정보 문서， 기타 서면상의 증거 등으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혹은 개입 신청을 요청한 이해 당사자의 일차 서면 진술에서는 二l

허가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그 닌조 님브 τ 。 느라 ,-==] ←「낀r 닝，t:- ,- "=-i 

펀 것플 싱-세히 언급하고， 특정 부분이 ’::::J_ :7_ 1:::1효] 이 。 호 。~2-l- 년부이 tJl-새하 샤 
-i!T 걷)~- ‘r_: "-',-rr ←~~ T •, ‘ 一 ';c~ "8 、 "~ 

- 43 -



기술한 대해 상세히 것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하고 그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유에 

다. 

바. 구두 진술， 구두 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모든 

증언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구두상으로 

대한 진행 책임은 공청회 주재자에게 

질의를 모든 이해 당사자나 공청회 

당사자 이해 

진술할 것 

판단하기에 

참고인 

있으며， 

참여자가 

이에 

요구할 

공청회 주재자가 

나 공청회 참여자들에게 

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었다. 

공청회 주재자는 참고인에게 

제안하도록 독려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질의에 대한 구두 진술 및 답변은 서약 혹은 확약 하에서 

구두 진술 및 질의는 속기로 기록되어야 하며， NRC에서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공개되어야 한다. 일반에 

사. 최종결정 

종료 후에 예 비 결 정 (initial decision)블 내 렌 다. 예 공청회 주재자는 비공식 공청회 

끈거한 자 공식적으로 통고된 기록 혹은 사설에 작성되어야 하며 비결정은 문서로 

기회가 논평의 01 
^ 고

 
동
 

이해 당사자블에게 

주어지는 처분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해야 한다. 그 기록에는 모든 료에 

당사자 및 공청회 참여자들은 이 예비결정에 

또한 NRC도 독자적으로 그 예비결정을 검토함 수 있다. NRC 겸토 

당사자가 사법적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비결정은， 모든 

검토를 신청하지 않거나， 혹은 NRC에서 처음부터 그 결정에 

하지 않으면， 그 발급일 30일 이후 NRC의 최종 조치사항의 일부가 된다. 

청윈할 수 대한 NRC 검토를 이해 

있으며 ^~ 
근 창원 

반드시 취하여야 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NRC 

행 차는， 이해 

정적 치유 

절차를 취 대한 검토 

NRC는 공청회 주재자에게 예비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기록을 인증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예비결정을 생략하고 최종결정 (final decision)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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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예 신청 

NRC와 공청회 주재자의 모든 결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처분 완료 이전의 인허가 조치사항에 대한 유예 신청은 공청회 개최 및 개입 청원 

요청이 제출되는 시기 혹은 NRC 담당자의 조치사항 10일 이내의 시간 중 시간적으 

나중의 시기에 제출되어야 한다. NRC 담당자의 인허가 조치사항에 대한 유예 

요청은 그 인허가 처분이 계류되기 전에， 처분 의사 결정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P 
J-

5. 법제화 처분과 공청회 

lOCFR2, 부절 H에서는 원자력 관련 법제화(rulemaking)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규 

정하고 있다. 

개시 가. 법제화의 

발의， 다른 기관의 권고， 디-른 이해관계가 였는 

경우， NRC에서 개시한디. 개인의 청원에 의한 법제화의 경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면， kll 안된 법제화 통고륜 공포한다. 

그 외의 디-른 경우， NRC는 법제화 청윈윤 거부하고 :'1 이유를 

고에게 통고한다. 그리고 개인의 정원에 대한 경우 NRC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 

.<f.l 간단히 언급차여 

법제화는 NRC의 

。1 드L 
λλ E 청원이 

NRC가 그 청원에 

관련 원자력 

인의 

공청회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디 0 면 

고
 

통
 

나. 법제화 제안의 

제외하고， NRC에서 어떤 규정을 채택， 개정， 펴l 지할 것을 제안할 

경우， 법제화 제안 통고를 연방관보에 공포하도록 한다. 통고에는 만약 공청회 개최 

가 필요하다면， 공청회의 시간， 장소 및 성격， 공청회플 수행할 공청회 

명 및 모든 특별 지시사항을 포함한다. 

。1
o 주재자의 

특별한 경우를 

일자 15일 한， 결정된 

법제화 처분에서， NRC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청회 별도 지시가 없는 및 송부는， NRC의 포
 

공
 

동고의 

개인뜰에 

것으로 제판하는 。r 
c 드

。
 

사
。
 

z 
T 의낀， 진슛， 지~ i1_ , 

이행된다. 그리고 모든 

빙-식으보 이}二 
λλ l • 언급되어 등고에 

이전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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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NRC는 그 판단에 따라 공청회의 조2.. A~ ..Q... -, -, 2 최대로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청취할 수 있는 비공식 

를 개최할 수도 있다. 

다. 법제화에 ACRS의 참여 

달성할 

공청회 

NRC에게 자문을 할 자격이 있는 ACRS는 NRC에게 특정한 분야에 대해 법제화 

를 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NRC는 90일 이내에 서면상으로 그러한 법제화 권 

고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서 그 권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 연구 혹은 

대한 이유를 언급한다. ACRS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二l 결정에 

권고 및 NRC의 답변은 NRC가 ACRS에 답변을 전달한 후 NRC 문서열람실에 보 

관된다. 

개반 중힐 NRC 담당자가 ACRS 권한내의 원자력안전성 문제와 관떤된 규칙을 

경우， 담당자는 ACRS가 적절한 딘-계에서 권고를 제시하고， 법제화 공청회 

려될 사안을 규명할 기회를 ACRS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중에 교[ 

6. 선형원전 인허가 관련 부수 공청회 절차 

가. lOCFR52 부록 N에 따른 공청회 절차 

lOCFR2, 부절 D에서는 lOCFR52 부록 N에 준하여 허가선청지가 여라 다든 부지 

에 동일한 설계의 전력용원자로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선면허 허가선칭서델 

때， 그 인허가 처분의 공청회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룹 규정하고 있디 

나. lOCFR52 부록 M에 따른 공청회 절차 

저l 윷힐-

lOCFR2, 부절 E에서는 lOCFR52 부록 M에 준하여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전력용

원자로 제작허가 허가신청서 발급 관련 인허가 처분의 공청회에서 적용 가능한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작허가를 받은 원자로에 대한 건설허가 선청에 관한 

공청회 개최 절차도 규정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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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기 부지 적합성 결정을 위한 공청회 절차 

lOCFR2, 부절 F에서는 건설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 적합성 자료의 사전 제 

출， 그리고 부지 적합성 문제에 관한 공청회 및 사전 부분 결정 둥과 관련된 인허 

가 처분에 적용 가능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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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 공청회 제도에 대한 최근 NRC 5 절 제 

정책성명인， 대한 수행에 처분 z}느二 ^ L.. 법적효력을 NRC는 28일 7월 1998년 

AD]UDICA TORY OF 

PROCEEDINGS , 48 NRC 18 (1998) , CLI-98-12"를 발간하였 다. 

CONDUCT ON POLICY OF "STATEMENT 

1. 서론 

있는 행정절차법， 주로 부 

절차를 재평가하여 왔다. 

전력회사 구조조정 

행위가 예상되고 

반영，그리 

있다. 이 

기 존 lOCFR2에 정 하고 

갖는 처분을 수행하는 

운전면허 

관련하여 

위하여， NRC는 

안에서，법적효력을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서， 

폐기물 처분시설 인허가 

제고를 

테두리 

효율성 

절 G의 

갱신， 

oJ .. 0 -'7J _1=1• 
1송 τ"'1 τE 

원자로 

발급과 

적절하다고 하겠다. 검토 과정에서， NRC 

절차는 물론， 처분절차에 대한 그 동안의 

공청회 주재자는 불콘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에 신속하고 정당한 결정을 유도하는 

하기 있도록 까‘ 
T 사안에만 집중할 。l~

M L.. 

고 

따라 처분절차를 효율화하고， 대두되고 

위하여 절차를 재겸토하는 것은 매우 시기 

에 

혀 
-, 

처분을 다루는 기존 

경험과 비:깐， 그리고 ASLB 및 

기술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는
 

갖
 

법적효력을 ‘-L • 

선적 

효율적으로 처분플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강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제안하고 있는 방안플 ASLB 및 

수단이 

주재자는 받아 들여야 할 치
 카
 

처
。
 

고
 
。정책성명에서 

것이디-

t:l 
←」, .. 

"Statement of Policy on Conduct of Licensing Proceedings, CLI -81-8, 13 NRC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기숨을 지침으로서 

운영을 확실히 하면서， 인허가 처분을 완료하는 

일정 및 현안발굴을 위한 관리 절차를 설정하고 고수 

포함되어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NRC의 목적은 공정한 공청회 과정을 

보장하면서， NRC 검토 및 공청회 운영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건강 및 안전， 국방 및 안보， 환경을 보호 

관란된 결정을 보완하는 법적효력플 갖는 기록 

입장에서，공청회의 

정책성명인. 기존 발간한 1981 년 관하여 수행에 처분 는
 

키
X
 

법적효력을 NRC는 

있다. 

제안하고 

Reg. 28,533 (May 27, 1981)"을 

정책성명은 ASLB가 사용할 수 있는 

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한 공청회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 

452 (981); 46 Fed. 

1981년 

것이 

갖는다. NRC는 또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임무를 할 

;>;1-
n 기회는 법적효력윤 갖는 처분블 받아야 하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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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안과 실제적 쟁점에 

이유로， 인허가 신청자도 

초점을 맞추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편， 같은 

인허가 관련 쟁점의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이다. 

공청회 절차를， NRC 해석에 따 NRC는， ASLB가 lOCFR2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이에 추가로， NRC는 ASLB가 인허가 및 기타 처분을 종 

료하기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각 해당 처분에서 사용할 구체적 접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성명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은 기존 lOCFR2에 정 

한 행정절차법의 틀 안에서 성취하여야 한다. NRC는 앞으로， 때에 따라서， lOCFR2 

에 정한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법적효력을 갖는 처분절차를 추가적으로 

도 있다. 

개선할 수 

2. 구체적 지침 

어 

보 
L.. 이끌 정책성명은 NRC , ASLB, 공청회 주재자에게 공정회 절차를 차근차근히 

주고， 그리고， 이견이 있는 사안의 경우， 법적효력플 갖는 처분 행위에서 신속하 

면서 공정한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폭 넓은 뜻을 전달하고 었다. 1981년 정책성명 

에서， ASLB가 효율적으로 사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할 몇 가지 

바 였다. 그 내용으로서는， 

기술을 제안한 

설정 - 처분의 합리적 일정 

• 이해 당사자뜰의 확정 

티-협 및 해결을 위한 회의의 주선 

- 현안발굴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 

적절한 시기 제시 } 공청회 사전 심의를 위한 절차의 

• 공판 요약서/진술서/질의답변의 요건 

완료 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초기 결정의 발급， 등이 었다 

현재까지 NRC의 법적효력을 갖는 처분에서 ASLB 및 공청회 주재자는 이들 

술을 많이 사용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라. NRC는 lOCFR2에 정한 행정절차 규정 및 공청회 。 0::1
τ-.::--ô 

에 관하여 몇 가지 기술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었다. 그리고 NRC는 이 제시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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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것이다. NRC는 법적호력을 갖는 

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앞서서 해결하려고 한다. 

가. 공청회 일정 

1) NRC는 ASLB가 이의신청이 있는 사안의 경우， 그 복잡성 

이해 관계와 관련하여 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일정을 

다. lOCFR2.718 절은 ASLB가 처분 수행 과정에서 지연 

정， 현안발굴에서 쟁의의 해결， 기타 적절한 행위를 

있다. lOCFR2.718 절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ASLB는 개입 청원， 공청회 

점/현안발굴/재정신청/공청회 서류신청， 그리고 법의 사실 심리 및 최종결론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설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 

방지를 위하여， 일정의 

수행하는 제반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논쟁 

λ4 
E 

q1 
^ 

경우에 대하여 11공정회 주재자가 별도로 명령하 

있으며， 이 규정은 일정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항목， 여러 

사용하고 

여러 

문장을 

2) lOCFR2에 서 는 

기 전에는 11라는 

서류 

경우라도， 

노력하고， 동시 서류접수 

행사하여， lOCFR2.718 절의 규정에서 정하고 

단축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추가로 이러한 경우가 해당되지 

접수가 일련으로(동시 서류접수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ASLB는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에 합리적인 일정 단축에 

블 제안하여야 한다. 

。1ε=
λA'-권한을 

시간을 

않거나 흑은 서류 

이 있다. ASLB는 

01 
^ 집수 

행사할 

전자통신 수단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ASLB는 전 

수단을 사용한， 이해 당사자가 처분 행위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권리를 빼앗지 않는 한， 서류 접수 절차 및 기한 등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 행 

위에서 문서 접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사용할 수 

행위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 가능해 지면 이를 도입할 

3) 현 규정은 

자통신 

었다. NRC는 

ASLB가 처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4) ASLB는 요약 정리를 위한 재정 신청의 사용을， 이 재정 신청이 결정해야 할 사 

엄청나게 줄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처분 행위를 선속히 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수록 지양하여야 한다. 추가로， 공청회 주재자가 공청회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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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평가를 

확인하기 전에는I NRC 담당자들이 SER 혹은 FES 작성을 완료 

하기 전에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는 공청회를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시간에 맞추어 시작이 처분을 선속히 하고 동시에 NRC 담당자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리고 중간 판정의 발급을 신속히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주재자가 처분을 위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최종 청원을 접수하고 이 

를 ASLB가 수락한 후 60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바이다. ASLB는 5) 

NRC는， 공청회 

주재자 

그리고 

공청회 

었다. 

rl 。
a 끼 

수도 

추진하는 

신속히 

6) 한 개의 처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을 동시에 

추가로 임명하는 것은 할 

ASLBP의 주섬행정판사는， 적절한 경우， 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과정에서 I NRC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주심행정판사가 권한을 발휘할 

기대한다. (1) 처분이 7cl 0 . 
d 끼 

이 처분과정을 

분리되어 있고 법적으로 벨개인 사안을 취급하는 

(2) 사안을 한 개보다 여러 개의 ASLB에서 더 선속히 다룰 수 있는 경우; <:3) 여러 

ASLB를 

수행하는 

것을 

u1 
^ 

겨 
U 

。1- '-. 
L동 L 

부디-하 부다으 주지 ’‘) L...:.. P t즈 I '"1 이해 당사자들에게 진행하는데 ASLB가 처분을 개의 
o 
T 

대하여 

이상 차이가 난다고 

처분에 정할 수 있디 뜩정 위한 주요일정을 

대하여 

완결을 처분 7) NRC 자체는 

ASLB가 30일 

그 사섣 윤 보고하여 야 한디-. ASLB 

정하고， 이 일정에 

판단하는 경우I ASLB는 서면으로 NRC에 

는 그 주요일정을 맞출 수 없는 이유와 전체 일정에 띠라 처분음 본 궤도에 

즉시 

NRC가 주요얼정을 

올려놓 

기 위하여 ASLB가 취할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무 

1) ASLB가 공청회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합리적 열정을 설정하고 준수하기플 기대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의무를 디- 하지 않는다면 ASLB가 이 정 

책성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NRC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 이해 

사자들은 lOCFR2에 -정하고 있는 서류접수 일정의 틀 및 처분에서 일정표 상의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981년 정책성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I ASLB는 

일정의 준수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비-라는 바이다. 물론 

당 

7-. 
I 

지켜 

것플 열-고 있디. 그러 있디-는 수
 
’ 줌

 

1二:-= ‘-

NRC는 ASLB가 어떤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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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행위는 필요불가분한 극단적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2) 이해 당사자들은. ASLB 및 NRC에게 제출된 서류에서， 그들의 주장이 당국에 

제시한 참고문헌 및 사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기록의 인용과 같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불이행 시에는 기록에서 삭제되던 

지 혹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이행 당사자가 추방당할 수 있다 

다.분쟁 

1) 현재 부절 G의 항목이 지배하는 처분에서， 10 CFR 2.714(b)(2)(iiï> 절에 의하면， 

법적 혹은 사실적 사안에 대하여， 개입 청원자는 사업자와 정당한 쟁점이 있을 떼， 

이를 주장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NRC는 ASLB가 원고 측에 유리한 

측면에서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언급하여 왔다. 그러나 ASLB는 2.714(b)(2)에 

정해진 요건에 무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NRC는 ASLB가 2.714(b)(2)를 준수하 

여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그리고 분쟁을 받아 들이는 자체가 결국 

바이다. ASLB가 아니라 비-포 

것 

사업 제안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재강조하는 

사업 제안자가 2.714(b)(2)의 분쟁에 대한 제반 정보를 준비 제공하는 젓이디 처분 

범위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용할 분쟁의 범위는 사엽 제안서의 성격과 해딩- NRC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서， lOCFR54에 의한 면허 갱선에 관하여， 면허 

갱신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엽 제안자가 요구한 가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에만 

규정에 

한정하여야 한다. 안전성 검토는， lOCFR54.4에 싱-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 장 기간 동안 시효 연장 관리에 필요하거나 혹은 시효 분석 

는 겨l 통， 구조물， 부품에 한정 하여 야 한다. lOCFR54.2Ha) 및 (C), 54.29. 54.30 절 깐 
;ζ 
-'-. 이에 추가로 환경관련 평가는， 규정에 의하여 NUREG-1427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GEIS) for License Renewal of Nuclear Plants) 

에 제시된 포괄적 사안에 한정된다. lOCFR55.7Hd) 및 51.95(C) 절 *~:<ι 
O~. 

2) NRC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ASLB는 심각한 안전성 환경， 혹은 국방/안보 문제 

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될 때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lOCFR 

2.760a 절 참조. 이러한 권한 행사는 특수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ASLB가 자의 

에 의한 발의를 결정한디-면， 그 결정에 대한 서류 복사본 1 부와 그 타당한 이유륜 

NRC 01 
^ 평 의 회 (General Counc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SLB는 NRC의 허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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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허락된 된다. 처분은 자기가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계속 추구해서는 아니 

그리고 NRC가 허락한 발의에 한정하여야 한다. 범위 

3) 현재 lOCFR2.714a 절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쟁에 대한 

결정에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a) 그 결정이 개입 청원을 허락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결정이 원고의 입장 혹은 원고의 분쟁에 대한 모든 것 

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b) 그 결정이 원고를 제외한 기타 이해 당사자가 

혹은 공청회 요구를 완전히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록 규정이 

간 검토를 최소화하려는 NRC의 일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 행정절차 

에 의하면， NRC 조기 검토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색다른 사안을 NRC에 제출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NRC 담당자와 ASLB가 원자로 운전면허 

청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lOCFR54의 해석과 관련된 초기 인상적인 사안들이 제 

있다. 따라서 

준수하여， 처분 초반에 

이에 

주
 
。

갱신 신 

청원 개업 

다루는 분쟁에서， lOCFR 2.730(f)을 

결정사항을 참조하거나 혹은 질문사항을 확인하도록 NRC는 

추가로， ASLB는， 처분에서 가능한 신속히， 사안과 

법적 혹은 정책 질문이 있으면 이을 확인하도룩 권고하는 

ASLB가 색다른 사안을 기될 수 

관란된 바이다. 

NRC에 대항하는 

권고하는 

놓언 제반 사항 

색디-른 

비-이다. NRC는 10CFR2.718(i) 절에 따라 이러한 질문블 확인하도록 명하는 권한을 

또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NRC는 중간 검토가 보장되도콕， 잎-에 

단플 평가헬- 것이다. 

라. 현안발굴 관리 

총체적으로 매우 중 관리는 처분 과정에서 현안을 발굴하는 효율적 전에 1) 공청회 

씌애 비치되기 때문에 NRC 규정은 이미 NRC 담당지에 

하고 있 다. lOCFR2.720(h) , 2.744 절 

대항하는 

동의하고 있으며， ASLB의 결정에 

이라한 관례는 계속 수용될 것이다. 

여 L 
E즈 ~t:1 

제한 

요하다. 각 사업제안 허가신청서 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정규적으로 공공문서 

대항하는 현인-벨꼴블 

참조. 그러나 관례에 의하면， NRC 담당자는 규 

포기하지 표
 

@ 

였다. 

서
 
수
 

며
」
 

으
 

아
녕
 요구할 

권리를 

현안발꿀을 7-1 。
'óT 

현안발굴에， NRC의 

이의가 있는 

따라 NRC에 정에 

절차와 

사이의 

유사한 

딩사지-단 

사형-괴-

이해 

관런 

경우 흑은 비공식적인 현안발굴은， 싱-대 1상 디-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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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발굴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규정 26의 1993년 개정에서는 일부 이 

해 당사자는 현안발굴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이해 당자들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쟁점이 된 현안발굴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성 

명과 주소， 관련 보유/통제 가능한 모든 문서 및 자료의 복사본 혹은 내용을 포함한 

다. NRC는 ASLB도 유사한 정보 개방을 할 것을 기대한다. NRC 담당자의 경우는 

공청회에 나올 진술자를 밝히는 것만을 제공할 것이다. ASLB는 또한 현안발굴을 

요하는 사안들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안발굴이 필요한 사안들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ASLB가 분쟁에 

서 및 이에 관련된 

관한 결정을 완료하는 즉시， NRC 담당자는 사업자의 허가신청 

개정， 허가신청서 관련 제반 NRC 보고서 및 사업자와 사이의 

통신 문서를 포함하는 판례 서류철을 작성할 것이다. 이 서류철은 lOCFR2.1231 절 

에 따라 작성한 공청회 서류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NRC 담당자 

는 이 서류철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입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 

정하여야 한다. 

4) 판례 서류철을 작성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ASLB는， NRC 담당 

자가 사엄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문서를 발간할 때까지， NRC에 대항하는 현인-발 

주재자는， NRC 담당지-가 검토문서른 발간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공청회 전체 일정을 앞당긴디-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성 

사안의 경우 SER을， 환경 사안인 경우 FES를 발간하는 즉시， NRC에 대항하는 현 

권은 보류하여야 한다. 공청회 

현안받굽음 

인-받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SER과 FES을 발간한 즉시， 그리고 사업자의 지적 

자산 보호를 보장하면서， NRC 담당자는 판례 서류철을 SER, FES 및 기타 관련 자 

료를 포함하여 개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앞서 언급한 절차는 ASLB가 남은 현안발굴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와 일정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심문 및 증언의 횟수， 혹은 현안발굴 완 

료를 위한 기간을 제한하여 공청회 과정에서 사전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특히， ASLB는 SER 혹은 FES와 관련된 분쟁에서 단 한 번만의 현안발굴만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문서에 관련된 현안발꼴은 그 문서 발간 즉시 시작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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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고， 처분을 위한 충분한 기록을 생산하면서， 동 

처분을 신속히 완결하려는 오랜 의지를 재첨명하는 바이다 

매 처분이 공정하게 그리고 기간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감시할 의향이다. 

NRC는 매 처분마다 ASLB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여， 법적효력을 갖 

처분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치를 취할 것이다. 

3. 결론 

NRC는 공청회가 공정하게 

적절한 조 

r.:r: - ;);) -

는
 

갖
 

법적효력을 

NRC는 

'--'-

시에 



제 6 절 미국 공청회 제도의 검토 및 분석 

미국의 공청회 제도를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공청회 제도는 공통적 행정절차로서 행정절차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한 

편， 원자력조례에서는，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안전성 평가는 

물론 환경평가를 NRC가 단일 기관으로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원자력조례에서는 행정절차조례에 추가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이 

해 당사자들의 공청회 요청 및 사법적 검토 청원에 관한 권리를 정하고 있다. 따라 

서 미국의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규제 활동은， 공청회 제도를 포함하여， NRC가 총 

괄하여 담당 수행하고 있으며， 공청회는 연방정부 차원의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검 

토 및 환경 검토에서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행정적 처분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 

다. 

2.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청회는 비공식적일 수도 있고 공식적열 수도 

있다. 비공식공청회는 일반적으로 NRC 산하의 ASLBP 의장이 패널 구성원 중에서 

임명한 1명의 공청회 주재자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식공청회는 ASLBP에 소속된 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ASLB에 의하여 진행된다. ASLB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 

안은 원자력조례 상의 규정， 기타 법적 규정， 혹은 NRC 관련 규정에 따른 떤허 흑 

은 허가의 승인， 보류， 취소， 개정과 관련된 것이다. 공청회에서의 검토 내용은; 해 

당 법규의 준수 여부， 허가신청자의 설계 건설 기술적 및 재정적 자격의 유무， 대증 

보건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된다. 미국 공청회의 특징은 연방 법정에 

서 사용하논 배섬원제도의 전통적인 절차를 보완한 절차로서， 3인의 배섬원이 사용 

하는 ASLB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공청회는 매우 복잡하다. 논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면 

서，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사안이 종종 고도의 기술적 및 과학 이론， 의 

견， 연구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종종 국가 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같은 

원자력의 역할에 관한 국가 차원의 논쟁 등 복잡한 논제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행정절차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NRC는 인허가 과정에서 각 3인의 위원으 

로 구성하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ASLB를 설치하고 있다. ASLB는 단순한 섬판 

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여 처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플에 의하여 제기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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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ASLB는 의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격을 가진 주섬행정판사 1명과， 기술적으로나 혹은 기타 전문 분야에 자 

격을 가진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공청회 절차는 NRC가 마련한 행정절차법인 

lOCFR2를 따른다. 이 규정은 NRC 자체의 시행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조례에서 정 

있는 조항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ASLB의 심의결과가 NRC의 결론과 상충 

4. 

하고 

될 ASLB 결정에 재심을 요구할 까, 었다. 때에는. NRC는 ASLAB를 소집하여 

ASLAB는 ASLB와 같이 3 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ASLB에 속해서 해당 결정 
。

E프 내린 위원은 같은 안건에 대한 ASLAB 위원이 될 수 없다. 만약에 ASLB와 

ASLAB의 결정이 상충될 때에는 5명의 NRC 위원들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 

약 어떠한 이해 당사자도 공청회 및 NRC의 행정적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사법적 판결을 위하여 연방법윈에 상고할 수 있다. 

5. 공청회 제도는 사업신청에 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증빙서 

류를 검토하여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좋은 처분 방볍에는 틀림없다. 특히 지역 

주민 01 
^ 지방정부의 의견플 검토하여 수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것도 사설이디. 최근 미국 공청회 제도에서 

~1 비효율성이 많이 지작되고 있디. NRC는 공칭회렐 
τ7_ 

-‘」n 더 효괴적으로 문영하기 

위한 현설적 보완 장치렐 마련하고 있디. 특히 ASLB 운영의 효율성을 제 jl에 J 

jI二뭔l 를 경주하고 있다. ASLB가 사용할 수 있는 효윤끽 -/1 술은 공정한 공청회 。 o~-.r:- 。

달 확설히 하면서， NRC 검토 및 공청회 

이라한 입장에서， 참된 사안과 실제적 

운영에서 -앞편요한 7.1 연을 피하는 것이다. 

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쟁점에 7- 져우 
.J_ U 도크 

0 1- 늠7_ '--τ 
:K，\二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의미 。1 즈二 
/κλ '- 것이 되어 

1) 공청회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여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것블 막게끔 법작 기간 

준수하게 한디. 플 정하여 

공청회에 2) 

안을 펠 수 

0 1- 。
l효 τ 현안을 남겨 두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하여 

있는 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청회에 제시되는 현 

:3) 문서 접수 및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전자통신 수단을 비롯하여， 처분 행위를 

선속히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숨이 가능해 지면 이를 도입한다 

4) 공칭회 기간음 연장해 ;ζ .-r-c 행위뭔 편요볼가분한 극단작 경우에민- 허용하게 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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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만약 ASLB가 자의에 의한 발의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과 타당한 이유를 NRC 

및 평의회에 제출하게 한다. ASLB는 NRC의 허락 없이 자기가 발의한 사안에 대 

하여 계속 추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처분은 허락된 분쟁의 범위 그리고 

NRC가 허 락한 발의 에 한정 하게 한다. 

6) ASLB는， NRC 담당자가 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문서를 발간할 때까지， 

NRC에 대항하는 현안발굴은 보류하게 한다. 안전성 사안의 경우 SER을， 환경 사 

안인 경우 FES를 발간하는 즉시， NRC에 대항하는 현안발굴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 

7) ASLB가 남은 현안발굴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와 일정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섬문 및 증언의 횟수， 혹은 현안발굴 완료를 위한 기간을 제 

한하여 공청회 과정에서 사전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특히， ASLB는 

SER 혹은 FES와 관련된 분쟁에서 단 한 번만의 현안발굴만 허용하여야 한다. 그 

리고 각 문서에 관련된 현안발굴은 그 문서 발간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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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관련 공청회 제도 

제 1 절 사전계획신청 

영국에서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사업자는 정부의 = I 

무부서로부터 개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주무부서가 그 수행 여 

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최종결정을 국가의 정책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수행되며， 

향평가 절차의 시작은 허가신청자가 ’사전계획신청서 (Planning Application)’을 

하여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공청회<inquiry)는 주무부서의 장관 결정에 

환경영 

작성 

따라 

사전계획신청서 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최된다. 사전계획신청의 단계별 

접근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계획신청서의 작성 

사업자는 사전계획신청서 작성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 

영향평가에 관련되어야 하는 협의회， 즉 중앙정부 주무부서， 규제기관， 비상구조 서 

비스， 지방의회， 교회， 지역주민을 확정한다. 

2. 사전계획신청서의 제출 

사전계획신청서는 관련 지방계획청 (relevant planning authority)에 제출하게 되고， 

지방정부는 

섬의를 하게 

협의회를 구성하여 섬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찬성자와 반대자 공히 

되고， 사업 추진 가부 결정의 결과를 주무부서의 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3. 주무부서 장관의 예비결정 

관련 지방계획청에서 통고 받은 결과를 주무부서의 장관은 다른 중앙정부 내 닙 
I 

서 그리고 기타 지방정부 기관들Oocal authorities)과 협의를 거친 후 프로젝트 수행 

의 가부를 결정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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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유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공청회의 

주재활 공청회 주재자(inspector)를 임명하면서 시작된다. 

주재자를 임명할 권한은 있으나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0 
TT 개최는 때에 따라서는 

부서의 장관이 

주무부서의 장관은 공청회 

어떠한 개업도 할 수 없다. 

공청회를 

수행 과정 4. 공청회 

z 

-
。증빙자료(objector' s evidence) , 찬성 

증빙자료(supporter' s evidence)를 모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건의사항 

증빙자료(developer' s evidence) , 정부정 책의 

빙 자료(government policy evidence), 반대 자의 

자의 

주재자는 사업자의 임명된 공청회 

을 주무부서의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건의를 근거로 주무부서의 장관은 프로 

젝트 수행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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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01 
^ 공청회 제도 관련 발전소 영국의 절 2 제 

혹은 이익에 

모르는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를 반대하는 

기회를 주는 표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청회 (statutory inquiry) 제도는 행정부가 국민의 권리 

영향을 미칠지 

자에게 정당한 조사섬리 

영국의 법적 

발전소 부지 

공청회 (public 참여하는 대중이 "7-l 。
d 끼 프로젝트의 중요한 같은 건설과 QJ 

^ 선정 

행정절차법에서 매우 중 영국의 공청회 제도는 inquiry)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administrative courts)"는， 영국의 공청회 제도와 비교하여 행정 조치로 인하여 

대한 국가 보상에서 다소 관대한 원칙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사전 보호 절차가 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영국의 제도는 사전 절차에 철저하여"예비공청회의 (pre-inquiry meeting) 

제도”를 도입하여 치유보다는 예방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특수행 정 법 원 (special 있는 운영하고 국가들이 기타 비롯한 rr al-까~트강 
-O- i:프 

l:ll
E즈 

실제 손해에 생하는 

이 

행정 

권한음 

기본적인 차이점은 사법권과 

합리적인 차이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란 행정부가 정당하고 

행사함으로써， 결국 사볍부가 달성하려는 법적 원칙을 자연스렵게 

법 정 ( tribunals)과 공 청 회 (inquiries)의 영국에서 

권의 

였다. 달성하는데 

자뜰에게 정당한 기회렐 

u 1- 。
1:ð τ= 

존중하고， 반대하는 

것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불평이 있는 것도 사설이다. 공정회는 사법 

절차와 행정절차를 유기 연결하는 과정으로서， 공청회에서는 

분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다. 

처 가능한 한 사뱀적 

자연적으로 7-1 。
'6 , 

의견을 대중의 목적이 기본 공청회의 

부여하는 

λl-E 님 
èill 관한 주무부서는 비롯한 모든 발전소 프로젝트에 원자력발전소를 영국의 

개발은 DTI의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서， 발전소 프로젝트의 

규제기관 관련 인허가 및 다1 으처 
〉κ C.- L: 건설 원자력발전소 받아야 한다. 그리고 

Environmental 

동의를 

Health 보건안전부(HSE: Agency)와 Protection 환경부(EPA: 으
 」

기관이 

담당하게 되며， EPA는 발전소 밖의 안전성 평가， HSE는 발전소 내부와 관련된 안 

전성 평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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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 규정은 1990년 법령 528인 ”법정 및 공청회 

(Tribuna1s and lnquiries)" 중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관한 규정(공청회 절차)， 1990 

년 (The Electricity Generating Stations and Overhead Lines (Inquiries Procedure) 

Rules 1990)"으로서， 1990년 3월 7일 제정， 3월 9일 국회상정， 그리고 3월 31 일 발효 

되었다. 본 절차는 ”법정 및 공청회 조례 (Tribunals and lnquiries Act)" 에 따라 수 

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법정 평의회 (Council on Tribunals)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 

었다. 본 규정은 발전소 건설， 확장， 운전， 그리고 지상전선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허 

가신청서 (application)에 대하여 공청회 절차를 정하고 었다. 

1. 예 비 공천 회 의 (pre-inquiry meeting) 

예비공청회의는 공청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펼요한 사항들플 

미리 고려하여 공청회 이전에 예비로 개최하는 회의이다. DTI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비공청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DTI 장관은， 예비공청회의를 개 

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통지와 허가신청서 관련 현안 사안뜰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각료나 정부 부서가 서면으로 DTI 장관에게 해당 

허가신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승인되어서는 안되거나 또는 조건부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경우， DTI 장관은 그 진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그 각료 

나 관련 정부부서에 그 진술서 사본을 제공한다. 

허가신청자(applicant) 는， 예비공청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DTI 장관의 춰지와 내 

용을 담은 관련통지 (relevant notice)를 해당 지역 신문을 통하여 공포해야 한다. 관 

련 지방계획청 및 허가신청자는， 관련일자(relevant date)로부터 8주 내에， 서로 개 

요진술서 (outline statement)를 교환하고， DTI 장관에게 그 개요진술서를 송부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일자란 DTI 장관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허가신청자 및 

관련 지방계획청에 서면상으로 통지한 일자를 의미하고 이 통지를 관련통지라고 

한다. 그리고 개요진술서란 공청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잘 나타낸 서면상의 

진술서를 의미한다. DTI 장관은， 공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향 및 취지를 통지한 

개인에게， 4주 이내에， DTI 장관， 관련 지방계획청， 허가신청자에게 개요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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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공청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될 경우에， 첫 번째 공청회는， 관련일자로부터 16주 

내에 열려야 한다. DTI 장관은 예비공청회의 21일 전에， 관련 지방계획청， 허가선청 

자， 예비공청회의 출석 대상인 및 참고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DTI 장관관- 허가신청자에게，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자가 공청회 통지와 관련하여 취 

해야 할 절차들을， 예비공청회의의 통지와 관련하여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inspector) 

DTI 장관은 공청회를 주관하도록 공청회 주재자를 임명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펼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공청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허가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공청회 참가자 및 공청회 참석이 요구되는 대상에게는 예비공청회의에 

대한 14일 이전의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예비공청회의를 

주재하고， 수행 절차 및 토론할 사안들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공청회 시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는 출석자에게， 자신의 권한으로，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다시 참석하거나 계속되는 공청회에 참석하게 허용하는 것 

플 거부할 수 있으며 또는 그 개인이 다시 참석하거나 조건부로 참석하도꽉 허용 

할 수 있다. 

예비공청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진행을 위한 예정표를 

상세히 준비해야 한다. 

3. 사 례 진 술서 Cstaternent of case) 

사례진술서는 개인이 공청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전말 

과， 그 개인이 증거로서 제출하거나 또는 참조하려고 하는 문서의 목록을 포함하는 

서면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의미한다. 

허가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향 및 취지를 DTI 장 

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자는 각각 해당 관련인， DTI 장관， 유자격 반대자 

(qualifying objector)에게 사례진술서를 송달해야 한다. 여기서 유자격 반대자란1) 

DTI 장관이 신청서와 관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할 경우， 해당 신청서에 반대 

하는 자， 2) DTI 장관이 신청서와 관란하여 공청회륜 개최하도록 하고， 그 동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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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할 필요가 없을 경우， DTI 장관 또는 관련 지방계획청에게 관련일자 이전에 그 

신청서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반대하는 자，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허가신청자나 관련 지방계획청이 송부해야 하는 사례진술서는 관련일자로부터 6 

주 내 혹은 DTI 장관이 예비공청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지난 공청회 또는 그 공청 

회의 결론 이후 4주 내에 송부되어야 한다. 그 밖의 사례진술서는， 그것의 송달을 

요구하는 DTI 장관의 통지 날짜 후 4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DTI 장관은， 사례진술서 송달을 요구한 개인에게， 그 사례진술서가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DTI 장관이나 공청회 주재자 

는， 본 규정에 따라 사례진술서를 송달한 개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TI 장관에게 사례진술서를 송달하는 개인은， 참조한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의 파일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DTI 장관은， 유자격 반대자의 수나 사례진술서의 분량음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사례진술서 작성자로 하여금 사례진술서를 허가신청자， 관련 지방계획 

정 및 DTI 장관에게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였다 이 경우에， DTI 장관은 나머지 

다른 해당 당사자에게 이될 통지하여， 사례진술서플 겪토하고， 펼요하면 사편을 구 

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허가신청서의 경우， DTI 장관이 예비공청회의 개최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DTI 장관은 공청회 소집 예정에 대한 서면 동지 관련일자 이후 12주 이내에 

허가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및 모든 사례진술서 제출 자에게 허가신청에 대한 사 

설을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 

4. 공청회 

DTI 장관은 원만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평가관(assessor)을 임명하며， 평가관 

은 공청회 중 공청회 주재자와 동석하여 공청회 주재자를 보좌한다. 평가관을 임영 

하는 경우， 모든 공정회 참가자에게 평가관의 이름과 자문 내용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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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청회 날짜 및 통지 

DTI 장관이 관련일자로부터 22주내， 혹은 DTI 장관이 예비공청회의 소집을 명한 

경우에는， 회의 종결 이후 8주내에 공청회 개최 날짜를 지정하여야 한다. 불가능하 

다고 DTI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DTI 장관이 허가신청자 및 관련 지방계획청과 통지 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모든 공청회 참가자에게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를 28일 이상의 여유를 갖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부지(Iand)7r 허가신청자의 소유인 경우라도， 신청자는 일반 대중이 쉽게 보고 

얽을 수 있도록 공청회 통지를 해당 지역이나 근처 특정 물체에 게시해야 하고， 이 

를 지정된 기간 동안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부지는 공청·회와 관련된 땅(숲 

이나 건물을 포함하여)을 의미한다. 공청회 통지에는 공정회 날짜 및 시간， 개최 장 

고 

/、

회의 

그리고 해당 부지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 DTI 장관은 공청 

소집 시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 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히 

해야 한다. 

나. 공청회 5<l- λ} 
'-' --, 

공청회 참석 자격이 있는 대상은 디-음과 같다 -

허가선청자; 

판-딴 지방계획청; 

핀-련 지방계획청을 제외한 부지 내의 디-음에 열거된 기관; 

주 또는 지방자치구 (Scilly 섬 자치구 포함) ; 

- 지방정부조례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 

통지 

- 도시 및 지방 계획조례에 의해 구성된 공동계획위원회; 또는 지방정부조례에 

해 재구성된 공동계획위원회나 특별계획위원회; 

지방정부， 계획 및 지역조례에 의해 설립된 도시개발협회; 

• 해당 지역이 선도시로 지정된 구역인 경우， 선도시개발협회나 선도시위원회; 

유지-격 반대자; 

사례진술서나， 또는 개요진술서 (outline statement)플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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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개인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없다. 그 

참가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혹은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대 

있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사안에 대해 통일한 이해관계를 

이익을 위해 1인 이상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댄
 회
 

게
 처O
 

주
’
 二‘든

 
모
 

고
 

미
넉
 까‘ 

T 

공청회 

참석시킬 

가진 개인들의 

신 

다. 공청회의 정부부서의 대표 

DTI 장관은 프로젝트 관련 정부의 다른 각료나 정부 부서 대표자가 해당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자로서 공청회에 참석하는 자는 사안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주재자가 판단하기에 정부의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정부부서 대표자는 이에 

공청회 

대한 에 

견해 반대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 

응할 필요가 없다. 

밝히고 

웅해야 한다. 공청회 

이。 E 
ìT"듣l:" 표명의 

심문에 

하여 

라. 증거 진술서 (statements of evidence) 

제시하려 

진술서 사본을 송달해야 하며， 공 

대한 서면 요약서룹 제촬해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에게 진숨서나 요약서룹 제출하는 경우， 허가선칭자 및 관련 지방계획정에도 

증거로 낭독을 통하여 참석자가 서면으로 작성된 진술서의 

는 경우， 참석자는 공청회 주재자에게 해당 증거 

주재자가 요구할 시 해당 증거에 

공청회에서 

장회 

역시 사본을 송탈해야 한다. 

진술 날짜 3주전에 공청회 주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 

주재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가 증거 

진술은， 공청회 주재자의 승인이 없는 한， 서면 요약서 

진술서는 증거 

약서는 공청회 

거
 

즈
 
O 

요약서를 요구한 경우， 증거 

의 낭독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마. 공청회 절차 

주재자가 공청회 절차를 결정한다. 공청회 주재자가 허가신청자의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허가신청자가 공정회에서 최초로 진술을 시작 

하고， 그리고 최종 응답에 대한 진술에 대한 권리도 허가신청자에게 있다. 기타 참 

석자는 공청회 주재자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발표하도꽉 한다. 

동의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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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참석자에게는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허가신청자 및 관련 

지방계획청은 증거 제출자에 대하여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다. 증거제출 요구 및 증 

거 제출자에 대한 반대 심문은 주로 공청회 주재자의 판단에 따른다. 

주재자는 부적절하고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제출 (혹은 생산) , 

대한 반대 섬문， 혹은 기타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아 들이지 

있다. 그러나， 공청회 주재자가 구두에 의한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우， 증거 제출자는 공청회 종료 이전까지 서면으로 증거나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요약서 낭독을 통해 증거를 진술하는 경우， 해당 요약서의 내용에만 준함을 

주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증거 진술서에 대한 구두에 의한 증거 진술 

과 같은 정도로 해당 반대 심문을 받는다. 

겨 
。

공청회 

제출자에 

oι..Q.. ζ二
\."5 2. ’ 

공청회 

거
 

즈
 
。

주재자 

그리고 

주재자는 일반대중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떠한 증거제출 

도， 서면이건 구두 상이건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청회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공청회 참석자 모두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참석자들을 

공청회 

'--L.. 

공개된 가능하도록 열람이 위해， 일반대중의 

증거 문서의 사본을 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도꽉 한다 

공청회 는
 

자
 

재
 
” 주

 
’ 공청회 

행위를 보이는 사람 진해상， 참석자들 중 혼란플 야기하는 

에게는 퇴장헬- 것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다시 침-석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 상태에서만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도，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는， 서면상으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주재자는 그의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사례진술서에 대해， 공청회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변경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휴회하면서라 

주재자는 공청회 참석자 모두에게 갱신한 자료와 문서를 검토할 기회를 

또 공청회 

는 추가할 수 

도，공청회 

제공해야 한다. 

있다. 공 

\cll-..Q.. 
r二 '-

주재자는 이 

참석자가 부재중일 때에도 공청회를 계속 할 수 

시작 전이나 진행 동안 공개를 원칙으로， 서면상으로 

또는 기타 자료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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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는 관련 

공청회 

거
 

즈
。
 

는
 
나
 

자
 
표
 

재
 

발
 

주
 
한
 

떠
 

어
 

공청회 

청회 



공
 

중에 날짜， 시각， 장소를 공청회 휴회 따금 공청회를 휴회할 수 있다. 휴회 전에 

고하는 경우， 추가 통지는 필요 없다. 

바. 부지 검사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참석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청회 수행 이전이나 

중에， 부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자 없이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었다. 

회 주재자는， 공청회 진행 중 또는 그 종료 후， 허가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유자 

격 반대자 등과 함께 부지 검사를 할 수 었다. 만약 공청회 과정 전이나 공청회 진 

중에， 허가신청자나 관련 지방계획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검사를 수행해 

야 한다. 

공청회 

공청 

행 

참 종결 후 부지에 대한 검사를 시행 할 경우， 공청회에 

반대자는 그 검사에 동참할 수 있다. 공청회 주재자는 모든 

도중 검사 시행 

주재자가 공청회 

석한 바가 있는 유자격 

공청회 

날짜와 시각을 언급하여야 한다. 

반대자)가 

대하여，공청회 

주재자는 정해진 참석자 (허가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유자격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검사를 연기할 필요는 없다. 

진행 겸사에 

공청회 

부지 

5. 공청회 이후(post -inquiry) 

보고서 가. 공청회 

된 주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DTI 장관에게 제출하게 

그 사유 등을 포함한다. 

종료 후， 공청회 

다. 그 보고서에는 결론 및 권고 사항 또는 권고가 없을 시 

공청회 

평가관이 보고 

그가 평가관의 

종료 후， 자신이 권고할 수 있는 사 

작성， 제출한다. 

그것을 추가하고， 

반대하는지를 진술하며， 특히 

공청회 

보고서를 

보고서에 

임명된 평가관이 있는 경우， 평가관은 

대해서 공청회 주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면， 공청회 주재자는 자신의 

보고서에 어느 정도까지 

안에 

서를 

겨 
U 반대할 kt:~ 

-'- '-동의하는지 

우 그 이유를 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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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청회 종료 후 공청회 주재자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DTI 장관이 보고서 

에 기술된 어떤 사안 및 자료에 대해 공청회 주재자가 내린 결론에 이견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나 사안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DTI 장관은 공청회 주재자의 권고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DTI 장관은 1)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결정을 우선 유보하며; 2) 그들 

에게 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혹은 만일 

DTI 장관이 새로운 증거 및 사안을 고려할 시 그 기간 내에 공청회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DTI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설 경우， 허가신청서와 관란하여 자신이 열거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청취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공정회를 재개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허가신청자나 관련 지방계획정이 언급한 기한 및 상황에 맞추어 요청하면， 공 

청회를 재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동일인이거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DTI 장관은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이러한 사안뜰에 대한 내용을 서변으 

로 송탈하끼 되며， 공청회 시의 모든 자료 및 관련 사항탈은 재개된 공청회에도 작 

용된디 

디 겸 정 (decision) 동고 

DTI 장관은 허가신청서에 대한 그의 겸정 및 그에 대한 이유플， 공장회에 잔석한 

개인뜸- 중에서 결정에 대한 통지를 요청한 이뜰에게， 풍7.]하도꽉 한다. 공청회 주재 

자의 보고서 사본이 결정 통지와 함께 송부되지 않은 경우， 그 동지에는 꽁칭회 주 

제자의 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수반되어야 한디 그리고 보고서 사본플 

받지 못하였다면， 결정이 내려진 4주 이내에 DTI 장관에게 서떤으로 신청하면 그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보고서”에는， 공청회 주재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첨부된， 

평가관의 보고서가 포함된다. 보고서 사본을 받은 개인은， DTI 장관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DTI 장관에게 그랴한 문서틀욱 검토할 기호l 흘 서면으포 신청 

할 수 있고， DTI 장관은 그러한 기회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디→. 

라. 결 정 의 폐 기 (qu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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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열린 허가신청서에 대한 DTI 장관의 결정이， 어떤 법정에 의한 처분에 

서 폐기될 경우， DTI 장관은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그 허가신청서와 관련하여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송달하고， 21일 이내에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DTI 장관에게 서면상으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청회 

재개를 DTI 장관에게 요청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TI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 

하면， 공청회를 재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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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영국 공청회 제도의 검토 및 분석 

영국의 제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를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국에서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사엽자는 정부의 주 

무부서로부터 개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사 

업의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수행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시작은 허가신청자가 ’ 

사전계획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지방계획청에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지방정부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게 되며 여기서는 찬성자와 반대자 공히 심의를 하게 

된다. 관련 지방계획청은 사업 추진 가부 결정의 결과를 주무부서의 장관에게 통보 

하게 된다. 그리고 주무부서의 장관은 통고 받은 결과를 다른 중앙정부 내 부서 그 

리고 기타 지방정부 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 프로젝트 수행의 가부를 결정 내리게 

된다. 따라서 영국의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계획신청서는 관련 지방 

계획청에 제출하게 되고 그 건의를 받아서 주무장관이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 

을 내리게 된다. 

2. 주무부서의 장관은 때에 따라서 결정을 유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공정 

회의 개최는 주무부서의 장관이 공청회를 주재할 공청회 주재자(Ínspector)를 임명 

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주무장관은 원만한 공칭회 운영윤 위하여 평가관 

(assessor)을 임명하여 공청회 중 공청회 주재자와 동석하여 공정회 주재자플 보좌 

하게 할 수 었다. 주무부서의 장관은 공청회 주재자를 염병할 권한은 있으나 공정 

회 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업도 할 수 없다. 임땅된 공정회 주재자는 사업자의 

증빙자료， 정부정책의 증빙자료， 반대자의 증빙자료， 찬성자의 증빙자료를 모두 검 

포하게 되고， 공청회 종료 후 그 결과를 근거로 공청회 주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 

여 DTI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주무장관은 프로젝트 수행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영국의 법적 공청회 (statutory inquiry) 제도는 

발전소 부지선정 및 건설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중이 참여하는 공청회， 

즉 공청회 (public inquiry)플 의무화하고 있다. 

3. 영국에서 법정 Ctribunals)과 공청회(inquiries)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사법권과 행정 

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란 행정부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권한을 

행사함으파써， 결국 사법부가 달성하려는 법적 원칙을 자연스럽게 달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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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청회의 기본 목적은 행정부가 국민의 권리 혹은 이익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 

는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를 반대하는 자에게 정당한 조 

사심리 기회를 주는 표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유기 연결하는 과정으로서， 공청회에서는 가능한 한 사법적 처분과 같이 운영하려 

고 하기 때문에，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대하는 자틀에게 정당한 기회를 부여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절차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적 

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다. 

4. 영국의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 규정은 1990년 법령 528인 ”법정 및 공청 

회” 중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관한 규정(공청회 절차)으로서， 본 절차는 ”법정 및 

공청회 조례”에 따라 수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법정 평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 

었다. 본 규정은 발전소 건설， 확장， 운전， 그리고 지상전선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허 

가신청서에 대하여 공청회 절차를 정하고 있다. 

5. DTI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비공청회의를 열 수 있다. 예비공청회의는 

공청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고려하여 공청 

회 이전에 예비로 개최하는 회의이다. DTI 장관은 공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향 

및 취지를 통지한 개인 DTI 장관 관련 지방계획청 허가신청자에게 개요진술서를 

제촬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었다. 영국의 공청회 제도는 사전 절차에 천저하여， 

”예비공청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치유보다는 예방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특정이 었 

다고 하겠디 

6. 허가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향 및 취지를 DTI 장 

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자는 각각 해당 관련인， DTI 장관， 유자격 반대자에게 사 

례진술서를 송달해야 한다. 사례진술서는 개인이 공청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안 

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전말과， 그 개인이 증거로서 제출하거나 또는 참조하려고 하 

는 문서의 목록을 포함하는 서면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의미한다. 

7. 공청회 주재자는 어떠한 개인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없다. 모 

든 공청회 참가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혹은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 

시킬 수 있다. 그리고 DTI 장관은 프로젝트 관련 정부의 다른 각료나 정부부서 대 

표자가 해당 공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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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결정한다. 공청회 참석자에게는 증거제출을 요구 

반 허가신청자 및 관련 지방계획청은 증거 제출자에 대하여 

주재자가 공청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섬문을 할 수 있다. 증거제출 요구 및 증거 제출자에 

8. 공청회 

대한 반대 섬문은 주로 공 대
 

판 

단하는 경우， 증거제출 (혹은 생산) , 증거 제출자에 대한 반대 심문， 혹은 기티→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공청회 

중복된디-고 주재자는 부적절하고 공청회 그리고 따픈다. 판단에 주재자의 청회 

주재자는 참석자들 증 혼란 

윤 야기하는 행위콸 보이는 사람에게는 퇴장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 

다. 

9. 주무장관은 공청회가 펼수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타 기관이나 개인 

표시되는 경우 보통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고 

된다. 지방 반대 때문에 

반대할 경우는 공청회는 절대적이다. 

공청회를 열게 

에 의하여 의견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방계획청의 

계획청을 비롯한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이 

할수 

증빙자료를 10. 공청회 제도는 사업에 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내리는 

기간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공청 

걸리고， 그리고 예비공청회의 

참석하고， 진술하는 

운영 

그러나 기간이 너무 좋은 방법에는 틀림없다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공청회 

갖추는데 만 6개월 정도 

결론을 독립적으로 

걸리고， 비용이 많이 

주재자를 

검토하여 

체제플 찾아서 회 

걸리고， 누가 공청회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고， 등 기타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공청회는 헝-상 시간이 

타나고 있다. Sizewe l1 B의 경우 2년 3개월， Hinkley Point의 경우 6개월 (Sizewell B 

그 이후 

어떻고， 진숨 

나 

확섣히 

것으로 

발생할 절차를 

가장 간 

순서는 

중에 

시간이 추가로 7노
 
에 

걸렸 시간이 더 내리기까지는 견정을 소요되었다. 배웠기 때문)이 로부터 

내런 

최소한 18개 

결정을 검토하고 

시작하여 결정을 내리기까지 

경우， 사업자에게는 매우 부담이 

보고서를 갖고 공청회 

다. 따라서 원자력시설의 경우 공청회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용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충분한 시간을 다. DTI 장관은 보통 

간다.모든 월을 

-
죽
 

11. 따라서， 공청회 제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lssue는， 공청회 기간의 

소，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안을 공청회에서 제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 

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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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프랑스의 국민의견 수렴제도 

제 1 절 원자력 안전규제 감독기관의 국민의견 수렴역할 

프랑스는 원자력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안전성 확보는 원칙적으로 운전 사 

업자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독립적으로 정부차원의 안 

전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 안전규제 감독의 체제는 다음 그림 

5.1과 같다. 

괴짧111옳괜펀III 콘회 사분속뻐. 

그림 5.1 프랑스 원자력 안전규제 감독 체제 

1. 과학기술 과제 평가 국회 사무소(POASTO: Parliamentary Office for 

Assess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ptions) 

POASTO는 8명의 하원의원과 8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 내 하부조직으 

로서， 주요 과학 및 기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지며， 특 

히 二l 함축된 의의를 명확히 하여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POASTO는 법의 

초안 준비부터 시작하여 입법과정을 편이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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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감독을 국회 차원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POASTO는 정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행정 구조의 효율성은 물론， 방사성폐기물의 수송 및 처분과 같은 주요 

기술적 현안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뉴스의 유포 및 인식과 같은 사회정 

치적 문제점들에도 관섬을 갖고 었다. 특히， POASTO는 주요 논제에 대하여 공청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 공청회에서는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개적 토론을 전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 

라서 POASTO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언론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은 관례가 되어 었 

다. 공청회의 회의록은 POASTO 종합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여 국회에 보고하 

게 된다. 따라서 이 POASTO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법적효력을 갖는 처분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결정 과정의 투명성 양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원 자 력 안 전 및 정 보 고등 평 의 회 (High Council for Nuclear Safety and 

Information, CSSIN) 

CSSIN의 구성은 여러 넓은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의원， 과학 

/기술/경제/사회적으로 저명한 선택된 인사， 무역협회 및 자연환경보호협회를 대표 

하는 인사， 발전사업자 대표， 관련 정부 부처(국무총리설， 국방부， 환경부， 산염부， 

내무부， 보건부， 노동부)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CSSIN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성 관련 문제점，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를 위찬 노력플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ME: Minister for Environment)과 산엽부장관(MI: Minister for Industry)에 게 적 

절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반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고차원의 자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안전규제 실무기관인 원자력 

시 설 안 전 청 (Nuclear Installation Safety Directorate, DSIN) 은 CSSIN의 제 반 행 정 

적 업무를 지원한다. 

3. 기본원자력시설 부처조정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Basic Nuclear 

Installations, CIINB) 

CIINB은 원자력 관련 행정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처긴

내부 협조기구이다. CIINB는 정부 부처(국방부， 노동부， 산업부， 경제부， 교육부， 내 

무부， 문화부， 농엽부， 보건부， 환경부， 교동부) 및 공공기관(CEA， 국가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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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학연구소， 방사선방호국， 국가농업연구소， 동)의 대표들로서 구성된다. 환 

경부와 산업부장관은 기본원자력시설(BNI: Basic Nuc1ear Installations)의 인허가， 

관련 법령의 변경，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 요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CIINB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안전규제기관 

원 자 력 안 전 규제 기 관은 원 자 력 시 설 안전 청 (Nuc1ear Installation Safety Directorate, 

Dsn、n ， 그리고 각 지역 산업/연구/환경 지방청 (Regional Directorates for Industry, 

Research and Environment, DRIRE) 내 에 설 치 되 어 있는 원자력 시 설 국(Nuc1ear 

Installation Department, DIN)들로 이루어진다. 

DSIN은 안전규정의 작성 및 감시， 인허가 절차의 시행， 검사/감독 시행， 들 실무 

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대중 및 언론에 원자력 안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동중 원전의 경우 지역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DSIN의 많은 업무를 DIN에 이관하고 있다. DIN의 엽무는 검사， 원자로 정지의 감 

시， 운전규칙의 준수 측면에서 예외 사항의 검토， 사고의 처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설의 규제， 압력용기의 감시， 원전의 끈로 규제 및 지빙 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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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언허가 과정의 원자력시절의 2 절 제 

1. 부지선정 과정 

전에 사업자는 BNI 건설을 위한 부지 특성을 분석하 

함께 고려된다. 원전인 경우 

되며. DSIN은 

분석하게 된다. 이에 추가로， 부지 확정 

거쳐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원전 부지의 경 

거쳐야 한다. 

부지특성 관련 안전 

건설허가를 신청하기 훨씬 

여야 한다. 분석에는 안전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이 

에는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이 직접 관계하게 

(지진， 수문지질학， 산업환경， 용수원， 등)을 

전에 일반대중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공청회를 통한 토론 과정을 우，반드시 

2. 건설허가 과정 

BNI 건설허가 절차(Authorization Decree Procedure)는 그림 5.2와 같다. 그 시작 

건설허가 신청부터 시작한다. 건설허가 신청서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 

절차로 인허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보격적 접수되면 

플어가게 되며， 인허가 절차는 공청회와 기술적 분석 

포함하여 Safety Analysis Reportl를 Preliminary 

개정된 의하여 공청회 (Public Inquiry)는 시설이 건설될 지역의 

다. 공청회에 제출되는 문서는 사업자의 명의， 공청회륜 여는 목적， 시설의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의 계획， 지역의 

도 지 사(Prefectl에 

u1 

^ 
}건_ ;;<.1 
1二 E프 

지도， 위험 。-E 서
。
 

득
 

기본 

도 분석， 그리고 환경영향 연구보고서를 포함한디. 그러고 관할 도청 (Prefecture) 이 

등기부가 선청서와 공청회 지역에 모든 반경 5 km내의 주위 외에도， 계획된 시설 

비치되어야 한다. 

해당 

보내진다. 그리고 DSIN은 자문위원회 권고， 공청회 결과， 

의견을 토대로 반대가 없으면 건설허가 수락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초안은 CIINB에 보내져 2개월 내에 그 의견을 둔게 된다. 그 다음으로 수정된 

초인-은 보건부 장관의 

한 개의 주
 
。자문위원회 제출한 PSAR은 DSIN의 건설허가 신청서와 함께 

위하여 검토를 위원회에 

타부처 

이 

내에 보내진다. 보건부 장관은 3개월 이 

77 

동의를 얻기 위하여 

입장음 표하여야 한다. 



PSAR과 함께 건설허가 신청서 지l훌 

타장관들과 혐의 

* .톨뿔빼흩톨 

그 림 5.2 BNI 건 설 허 가 절 차 (Authorization Decre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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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 과정 

초기 노섬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핵연료 저장조에 옮기기 전에 환경부 및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SIN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제출한 저장 시설을 검토 

하고， 핵연료 인도 일 직전에 수행한 검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검토한 후 발급하 

게 된다. 이에 추가로 사업자는 핵연료 장전 6개월 전에 환경부 및 산업부장관에게 

일반 운전규정을 포함한 중간 안전성 분석보고서(ISAR: Intermediate Safety 

Analysis Report)와 사고 발생시 비상절차로서 각 기관의 임무 및 부지 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 장관은 DSIN의 보고서를 받은 즉시 핵연료 장전과 이애 따른 

시운전 시험을 허락하게 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제반 단계에서 공청회 개최는 

불필요한 것이 특정이라 하겠다. 

4. 액체/기체 방출불 방출 및 취수 면허 과정 

BNI 정상운전 시 자연환경에 방출되는 방출물은 대중， 환경 그리고 작업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엄한 요건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BNI는 액체/기 

제 방출물 벙-출 및 취수에 관하여 방사학적 및 비방사학적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 

다. 면허 발급을 위한 신청은 DSIN에 한번 만 하면 된다. 그선 5.3은 액체/기체 방 

출물 방출 및 취수 면허 발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추려 보여 주고 있다. 

액처l 및 기체 방출물을 방출 및 취수 면허 신청은 산업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하 

게 된다. 제반 도면， 지도， 자료에 추가하여， 허가된 운전 및 활동에 대한 니}용， 그 

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방안， 환경감시방안을 포함하여야 한t:]. 면허 신청은 보 

건부 장관， 국가방어부 장관， 그리고 환경부 산하의 공해 및 위떤 (Jll 방설 실장에 의 

견을 조회하게 되며， 산업부 및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자료와 함께， 그 

리고 관련 부처의 권고사항과 함께 해당 도지사에게 선청서를 보내게 된다. 도지사 

행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서 지방 행정청 및 여러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고， 

개정윤 요구하게 된다. 추가로 도지사는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치며， 지역 

수집위원회에도 신청서 자료를 보낸다. 도지사는 행정을 위한 회의 결과， 자문내용 

및 젤문을 침부하여， 산업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권고 의견을 보내게 된다. 이 의견 

플 잔고로 하여， 면허는 보건부， 산엽부， 환경부 3개부 공동 훈령으로 발급되게 

공청회의 

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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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행정기관의 권고 

관련기관의 권고 

그림 5.3 액체/기체 방출물 방출 및 취수 면허 발급을 위한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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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랑스 공청회 제도의 검토 

1. POASTO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주요 현안 문제의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원자 

력 관련 뉴스의 유포 및 인식과 같은 사회정치적 문제점틀에도 관심을 갖고 수행된 

다. POASTO가 주관하는 공청회에는 언론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는 주어 

진 논제에 

전개하고 

고 결정 

대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게 하며， 공개적으로 토론을 

있다. 따라서 POASTO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 

과정의 투명성 양 측면에서 상당히 공헌한다고 하겠다. 

2. CSSIN은 환경부 및 산업부장관에게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관련 적절한 권고사항 

제공은 

체제를 

물론， 이와 관련된 

구축하여 제공한다. 

일반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고차원의 자문 

3. CIINB은 행정부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협조기구이다. 환경부와 산업부장관은 

BNI의 인허가， 법령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CIINB와 협의하여야 한다. 

4. DSIN은 안전규제에 대한 실무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반대중 

및 언론에 원자력 안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동중 원 

전의 경우 지역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DRIRE에 DSIN의 많은 업무가 이관꾀고 있 

디 

5. 건설허가를 신청하기 훨씬 전에 사업자는 BNI 건설플 위한 부지특성음 분석하여 

야 한다. 분석에는 안전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부지 확 

정 전에 일반대중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원전 부지의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통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6. BNI 건설허가신청과 관련 공청회는 시설이 건설될 지역의 도지사에 의하여 개정 

된다. 도지사는 공청회를 주관할 주재자를 임명한다. 그리고 관할 도청 이외에도， 

계획된 시설 주위 반경 5 km내의 모든 지역에 신청서와 공청회 등기부가 비치되어 

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제반 의견을 첨부하여 DSIN에 그 결과 

를 제출하개 된다. 이 공청회는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다. 프랑스의 주지사는 중앙정 

부의 수상이 임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특징은 중앙 집권적으로 독엘이나 인본 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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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방정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 

의회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 

7.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제반 단계에서 공청회 개최는 불필요한 것이 특정이라 하 

겠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받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건설이 시 

작되며，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 

8. 프랑스의 모든 BNI는 액체/기체 방출물 방출 및 취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 발급을 위한 신청은 DSIN에 한번 만 하면 된다. 면허 신청은 보건부 장관， 국 

가방어부 장관， 그리고 환경부 의견을 조회하게 되며， 산업부 및 환경부장관은 사업 

자가 제출한 보완자료 그리고 관련 부처의 권고사항과 함께 해당 도지사에게 면허 

신청서를 보내게 된다. 도지사는 회의를 열어서 지방 행정청 및 여러 기관과 협의 

를 거치게 되고， 공청회의 개정을 요구하게 된다. 추가로 도지사는 지방의회와 협의 

를 거치며， 지역 수질위원회의 검토도 받게 된다. 

9. 프랑스에서 수행되는 공청회는 특별한 진행 절차는 없으며， 각 경우나 지방에 따 

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어떠한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 회의를 갖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철학은 대중의 선뢰성을 구축하고， 언론의 선뢰성을 얻을 

수 있게 참을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10. 인허가 과정에서 

및 지역주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별로 없으며， 강력한 지방 단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법기관에 호소 반발이 

할수 있다. 프랑스를 비 롯한 여 러 국가들은 ”특수행 정 법 원 (special administrative 

courts)"를 운영하고 있다. 특수행정법원은， 청문회 제도와 비교하여， 행정 조치로 

인하여 

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국가 보상에서 다소 관대한 원칙을 갖고 있지만， 반 

실제 이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사전 보호 절차가 좀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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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얼본의 주민의견 수렴제도 

제 1 절 서론 

일본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명 

확히 하고， 지역주민 참여 등을 강조하는 10가지 원칙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른 중 

앙환경심의회 및 전기사업심의회는， 발전소를 각 사업 공통의 일반적인 규칙은 환 

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화하는 동시에， 발전소 심사에 고유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기 

사업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1997년 정기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81호)과 전기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88호)을 공포하였다. 

특히， 발전소의 부지선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발전소의 부 

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철저히 인식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는 공사 

계획의 인가 과정에서 환경심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가 정책플 결정 

하는 단계에서 환경섬사를 전제조건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끈본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1977 

년 7월에 통상산업성 성의결(省、議決) 결정으로 확립하였디. 전기사엽자가 작성한 환 

경영향 조사서에 대하여 통상성이 환경섬사고문회의 전문적 의견을 토대로 환경심 

사를 하고， 전원개발조정섬의회에서 환경청과의 조정， 관련 도도부현지사의 의견 청 

취 등의 종합 조정을 통한 후에 통상성이 환경심사륜 완료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이 rl 
λλ-1 

또한 통상성의 심사안에 대해는 관계 도도부현지사， 환경청 장관이 전원개발조정 

섬의회 회의 시 의견을 진술하여 섬사에 반영하고 있다. 통상성의 환경심사를 통하 

여 사업자는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은 공고 편람，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제출을 하고， 관계 지방 공공 단체 및 환경청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를 거처서 전원개발조정심의회에 대해 적절한 의견제출을 하여 각기 통상산업성의 

환경심사에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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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역의 참여 

중앙환경심의회 의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전기사업심의회가 결정한 발전소 사업 

에서 지역 참여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단계 

단계에서 환경 조사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전기사업자는 환경영 발전소의 계획 

향조사의 개시에 있어서 통상성에 의한 사전의 심사를 받는 동시에， 관계 

사업자 등에 대해서 발전소의 계획 개요 및 조사의 

지방공공 

단체， 어엽， 농업 

대해 설명과 의견 

으로도 공포한다. 

조정을 실시한 후에， 조사실시 신청을 하게 되고 

실시 

아울러 

방법에 

대외적 

법적 반영으로서는， 사업자는 조사 방법 서류 작성의 단계에서 관계 도도부현지 

사 및 관계 시읍장에 대해 방법 서류를 송부하여 검토 의뢰하는 동시에 관런 지역 

내에서 공고， 열람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도도부현지사는 방법 서류에 대하여 시읍 

장의 의견을 감안하는 동시에 열람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2주간을 경 

과하는 날까지의 

견을 진술한다. 

기간에서 그 동안 얻어진 주민의 의견플 배려하고 사업자에게 

2. 대상사엽의 선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별에서 지역의 환경 정보를 폭 넓게 가지고 있는 지 

님L 二Ll.고1 
。 ú 。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별의 

있어서는 심사 기간이나 기본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설시에 

법적 반영으로서， 규모가 크고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이 있는 것을 제 

1종 사업으로 하고， 반드시 환경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규모를 제2종 사업으로 

정하여， 환경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판정음 실시 

한다. 또한， 판정은 제출 날로부터 가산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 

한， 제 1종 사업， 제2종 사업의 규모는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원자력발전소 사엽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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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예측， 평가의 항목 확정 

발전소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항목은 ‘환경영향조사요령(자원 

에너지청 공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계획 내용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범위 및 정도가 상이함으로 조사 항목의 선정 및 조사의 기 

간， 시기， 방법 둥을 이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사업자는 지역 특 

성과 환경 특성 등을 포함한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관계 지방 공공 단체 등과의 조 

정을 하고， 정부의 사전 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법적 반영으로서， 항목 확정 절차에 있어서 통상성은 관련 도부지사의 의견을 감 

안하는 것과 동시에 공람을 통해서 얻어진 주민의견의 개요 및 해당 의견에 대한 

사엽자 견해에 배려를 하고， 시행 방법 서류를 심사하고， 사업자에 대해 권고를 하 

도록 한다. 또한 도부현지사의 의견제출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통상성 

의 섬사 기간은 통상성 성령에서 각각 정한다. 

4. 조사， 예측， 평가의 설시 

발전소 심사에서는 준비 서류 및 평가서의 작성 주체는 전기사업자이며， 통상성 

은 지방공공단체， 환경청의 의견， 전문가(환경심사고문)의 의견을 듣고 준비 서류의 

섬사륜 설시한다. 평가서 작성은 지역주민 등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 

서 전기사업법의 인허가 등에서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통상성이 평가의 섬사를 

설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평가 섬사 

동싱-성이 설시하는 환경섬사에 있어서는 환경심사고문의 의견을 포함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사업자의 견해도 청취한다. 전원개발조정심의회의 섬의 과정을 

통해 환경청 장관 및 지방자치체가 섬사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통상 

성의 섬사 결과는 환경심사 보고서로서 취합하고 공개하는 동시에 전기사업자는 그 

선사 결과를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공고 및 공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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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반영에서， 사업자는 준비 서류 및 평가서를 작성한 후 관계 도도부현지사 

및 읍면장에 대해 준비 서류 및 평가서를 송부하고 관계 지역 내에서의 공고， 공람 

을 하는 동시에 통상성에도 준비 서류와 평가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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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 3 절 제 

1. 발전소 환경섬사 

환경심사에서 전기사업자는 준비서를 작성하여， 공고， 공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해당 읍면 및 주변 읍면 주민， 관계어업협 등)에게 이를 주지시 

키고， 지역주민은 공람 기간(1개월) 및 그 후 2주간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였다. 또한 통상성의 섬사를 거쳐 작성되는 평가서도 

개최 발전소 

전기사업자는 공고， 공람 

을 설시하고 있다. 

2. 주민참여 제도화의 방향 

켜
 사
 

그
 
」가. 주민참여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 참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정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즉， 천원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지역 

감안한다면， 

보의 

관한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것을 이해와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및 사업자의 견해를 

주민의 

진술하고，통상 의견을 측면에서 환경보전의 주민이 정보펀 

까}조L 
/κ、 L.. 조성하는 

참가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례을 설시하는 섬사를 포함하여 의견 

적절하다. 즉， 주민이 

二l

。T 매
 

이 

절차 u1 

^ 나. 주민참여의 범위 

。! 。
…-발전소 심사에서는 준비 서류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제출 기회가 마련되어 

조사를 개시하기 전 실시되는 분류 절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기회가 마련된다. 

등으로부터 나 환경 

의견제출의 

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 

준비 서류에 

적절한 홍보를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으로부터 

및 준비 서류를 공고하고 공람하는 동시에 

적절하다 개최륜 하는 것이 

계획서 사엽자는 조사실시 

대한 설병회 

기회를 알려 해딩- 사엽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의견 청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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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공고， 공 

람， 설명회 개최)의 지역적 범위는 해당 관계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 

편 주민의 의견 청취는 지역의 환경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유익한 환 

경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자의 지역적 범위는 한정시키지 않는 것이 적 

절하다. 지역환경정보는 그 지역주민에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었다 

는 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전기사업자는 공고， 공람 및 설명회의 개 

최 장소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공람 기간 및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제출기 

간을 정하고， 광범위한 의견제출자의 지역적 범위는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3. 주민참여의 법적 반영 

주민은 방법 서류， 준비 서류， 평가서의 각 단계에서 관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 

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의 견지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는 특히 지역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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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정부와 지방과의 제 4 절 

1. 발전소 심사에서 정부와 지방과의 관계 

또는 규칙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는 

달하고 있으나， 이 중 26단체가 정부 제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제 

도가 적용된 것은 해당 조례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조례 

51개소에 

발전소 심사의 전체 건수는 120건이나 이 중 지방공공단체의 제도에 의해 발전소 

의 심사를 실시한 것은 36건이며 이 중 10건은 경과 규정 적용을 받은 것으로서 

제로 지방공공단체가 정부 제도와 중복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26건으로 

었다. 정부의 제도인 발전소 심사 제도에 있어서는 준비 서류에 

현지사의 의견은 전원개발심의회에서 제 '，1 되어 주무장관인 통상성 장관이 해당 의 

견을 포함하여 환경섬사에 반영하고 있다. 

λ1 
E즈 

대한 도도부 되어 

2. 정부와 지방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화의 방향 

가. 정부의 제도와 지방의 제도와의 관겨l 

공급음 도모 

만전을 가한다는 것이 판가갤한 것으로 판 I때， 지금까지 

결정에 기초로 한 발전소 섬사는 똥성-성이 민간 사업자인 전기사업자로 

실시해 왔으며， 계 

전원 부지 대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서 설시되며， 전력의 안전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에 

의 통싱-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로서 

속해서 정부의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섣시해야 한다 

하여급 환경보전대책에 

행정 업무의 효율화 사업자의 사무 부담의 경감 등으로부터 정부의 절차와 지방 

의 절차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환경심의회도 지적한 바와 같 

트
 
「

이 정부의 제도에 의한 절차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정부(통상성)는 선 

별 단계， 분류 단계， 준비 서류 단계에서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 

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사업자에 전달하는 동시에 그 의견블 포함한 지역의 

성에 상응하는 환겸영향평가가 설시되어진 다는 것은 확보하논 것이 적절하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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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정부의 제도인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은 지역 환 

경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 

별， 분류， 준비 서류의 단계에서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엽무를 소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을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정부와 지방과의 관계를 위한 법적 반영 

통상성은 선별 단계， 분류 단계， 준비 서류 단계에서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요구 

하는 것으로 한다. 또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서 

는 이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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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고유 주민참여 환경섬사 관련 발전소 5 절 제 

1. 심사 준비서에 대한 통상산업장관의 심사， 권고 

[일반 규칙] 

사업자는 대상 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 환경현황， 환경보전대책， 환경영향의 예측 

평가 등을 기재한 서류(심사 준비서)를 작성하고 관계 지방공공단체에 송부하는 동 

의견을 둥으로부터의 민
 

주
 
’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 

E 

-
ο
 

설명회 공람， 공고， 

구한다. 

시에 

[발전소 고유의 절차] 

통싱-산업장관은 지사의 의견을 감안하는 동시에 주민 등의 의견도 배려를 하면서 

또한 환경청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심사 준비서를 심사하고 펼요한 사항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섬사 평가서에 대한 통상산엽장관의 심사， 변경 명령 

[언반 규칙] 

심사 준비 의견도 배려하고 주민 등의 지사의 의견을 감안하는 동시에 사업자는 

주무장관에 겸토를 더하고， 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장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섬사 평가서에 

섬사평가서를 

대하여 사항에 

송부한디 주무장관은 

기재 서의 

대해 의견을 

검토하고 진숲한다. 사업자는 주무장관으로부터의 

필요에 따라 수정플 한 후， 관계 지방공공단체로 송부， 공고， 공람을 설시한다 

감안하여 의견을 

환경청 

특히 확보를 위해서 

[받전소 고유의 절차] 

-통상산업장관은 섬사평가서를 심사하고， 적정한 환경 배려의 

판요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서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별칙규정) 

3. 섬사 결과의 공사 계획의 인허가 요건화 

규정과는 등의 인허가 선사하고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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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의 섬사평가서할 

[열반 규칙] 

주무장관은 



무관하게 인허가의 심사와 섬사평가서를 합쳐서 판단하고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 

다. 

[발전소 고유의 절차] 

발전소의 공사 계획의 인허가 요건이 심사 평가서에 따라서 되었다는 것을 규정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계획의 인가를 유보함으로써 섬사 결과를 

사엽 내용에 확실히 반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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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얼본의 지역 및 주민참여 방안의 검토 

1. 강력한 지방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환경관련 인허가는 완전히 지방정부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공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 

엽 타당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중앙정부 (통상성) 가 주관하게 하고， 여 

러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방안으로 변하고 있다. 

2. 정부 (중앙 및 지방)는 그 동안 매우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이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부지 

선정 과정은 오랜 기간이 펼요하며，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통상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사업의 계획 단계인 초기부터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추진을 

노력하고 있다. 

3. 환경청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으며， 정책의 수립， 제한치 및 표준의 설정에 만 

판련하여 왔다. 발전소 사업은 주관기관 (여기서는 통산성)이 책임지고 환경영향평 

가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원개발섬의회의를 통하여 환경청의 의 

견블 수사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환경섬사에서 별도의 공정회 개최 요건은 없다. 그러나， 통상성은 필요에 따라서， 

통상성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는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와의 의견 교환 

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왔다. 공청회의 진행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설명회 

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공청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NSC) 가 주관하 

는 안전성 관련 공청회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 

5. 실무자들 (특히 전력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나 지역이 항상 우선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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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절차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개요와 지역특성 만으로 판단) 

심사항목 절차 등의선정 
(심사절차는 임의기재 사함) 

공고 종랍 
주민의견의 반영 

공고 종랍 
주민의견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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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발전소 환경심사 절차 (타 환경섬사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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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원자력발전 선섬사볍 (전기사업법에 의한 섬사절차와 정부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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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캐나다의 대중검토 제도 

제 1 절 서론 

연방정부가 관련되는 캐나다의 모든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측면에서， 

1995년 공포한 캐나다 환경평가조례(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라， 환경 영 향평 가(environmental assessment)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 고， 원자력 프 

로젝트의 경우， 별도로 안전성을 확보의 측면에서 환경관련 인허가 및 규제 

(environmental licensing and regulation)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방정부 내 책임행정청 (responsible authority) 이 정해지고， 책 

임행정청의 책임하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의 일환으로 환경영향분석을 수행하 

게 된다. 원자력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AECL이 연방 책임행정청이 된다. 

그리고 책임행정청의 주관 하에 수행된 환경영향분석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은， 국가 환경보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Minister of 

Environment Canada)에게 제출되어 내각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 

는다. 환경 영 향평 가는 환경 부 산하에 환경 평 가청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을 창설하여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게 하고 있다. 한편， 환경관 

련 인허가 및 규제의 책임은 원자력 규제기관인 AECB에게 었으며， 프로젝트의 모 

든 단계에서 인허가 및 규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캐나다 환경평가조례의 목적은 환경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자연환경 파괴 없는 

국가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프로젝 

트의 사전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기 적용하고， 그 수행의 책임을 우선 한 

연방기관에 부여하여 그 책임행정청의 책임하에 환경영향분석을 수행하게 하는 반 

면， 독립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흰경평가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추진하여 

평가의 철저성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프로젝트 당 단 한 

개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개방 및 참여의 일환으로 일반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캐 나다의 환 경 영 향평 가는 선 별 제 척 (screening) , 포괄연 구(comprehensive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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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m어iation) ， 패널검토(panel review)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선별제척 

과정을 거쳐서 일차로 걸러 내고， 펼요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포괄연 

구를 사업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포팔연구는 중재 및 패널심사를 받게 된다. 

포괄연구， 중재 그리고 패널심사에서는 대안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반드시 포괄연구 및 패널검토 과정을 거치게하고 었다. 환경평가 

청의 검토패널{review paneD이 시행하는 대중환경검토는 법적효력을 갖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Ontario와 같이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가 시행하는 공청회 

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변호사에 의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협 

의를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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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수행과 국민의견 포괄연구 2 절 제 

화켜닙 6 , 
평 

작성하여 

환경영향을 

보고서를 

프로젝트의 

하여， 

대형 

책임행정청은 사엽자에게 포괄연구를 수행하게 

장관 및 환경평가청에 제출하게 한다. 포팔연구는 

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포팔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록되어 ~1-
E즈 (Comprehensive Study List Regulations)에 

간한 포팔켠구 작성지침 (Guide to the Preparation of a Comprehensive Study)을 

작성하게 된다. 본 문서는 환경평가조례 및 이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 

프로젝트의 포팔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문서화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참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의 주목적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포괄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직접 관련되어 있는 책임행정청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proponent)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포괄연구 목록규정 

있다. 그리고 1997년 5월 

따라서 

하여， 

여하는 

결정 

대
 

포괄연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선 프로젝트의 환경평가조례 적용 여부를 

한 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책임행정청은 포팔연구만 가지고는 

중의 우려 혹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불식시킬 

판단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위한 대책이 없거나， 환경완화를 

및 대중검토를 

ι, 
된 요구하게 중재 않다고 적절하지 

다. 그러므로 포괄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책임행정청과 환경평 

이점이 있다. 특히 자문 및 가청이 조기에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러 가지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 포괄연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정을 유도하는데 최선 협력 

을 다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몇 개 

것이다.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여러 

불필요한 중복， 혼란 그리고 과다 비용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히 연방협조규정 (Federal 

제정되어 있다. 포괄연구를 기술적이나 과학적으로 

수행 과정에서 넓은 영역의 전문가 

보다는 주로 외부 기관에 있는 

연방기관의 각 부처에 있을 수가 있고 

기관(주정부， 토속언， 연 

개의 별도 환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방정부)이 관련되는가 결정하는 

된다. 야기하게 

매우 

하게 되어 

협력은 기관간 

경영향평가를 

따라서 

의견을 받아 들여야 

것이 통례이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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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이 

수행하기 위해서 

의견은. 기관 내 

사항이 이미 다른 

플 수가 었다. 

Co-ordination 

건전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적 



포괄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대중의 

아니고， 여러 이해 집단으로 집단이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이란 한 

형성된다. 지역주민， 지방단체， 환경단체， 

개의 

원주 

민， 정부 둥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이해 집단을 인지하여 

포팔연구 보고서에 대한 의견 개진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중과의 =걷r 

민간기구， 시 및 지역 

대중의 참여는 

결정 과정에 

야 한다. 

시 제공， 

실한 협의는 나중에 결국 검토과정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대중의 참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쉽게 하여야 한 

다. 이 것 이 바로 공공둥록소(Public Registry)의 운영 이 다. 공공둥록소는 환경 평 가 

조례에 의거， 책임행정청이 선별제척 및 포팔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환경평가청이 

중재 및 패널검토를 위하여 설립한 둥록소를 말한다. 공공동록소에 둥록되는 7.--1 。
〈 τ:

다음을 포함한다. 

• 연방 부처에 의하여 혹은 부처를 위하여 현재 수행하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5!. -, 

츠gL 
-, 

각 환경영향평가 관련 가능 문서의 목록 

- 대중이 이러한 문건을 찾아내고 구할 수 있는 체계 

- 대중에게 요구된 문건을 공급하는 체계 

포괄연구에 포함시켜야 하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책임행정청의 책임이디 가능 

한 한 사업자 및 관련 기관 전문가들， 환경평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책임행정청은 포괄연구를 직접 수행하던지 전부 혹은 일부를 외부의 자문 

기관， 다른 연방기관 혹은 프로젝트 사업자에게 외주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 

분 사업자가 포팔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렇다고 하여， 책임행정청의 최 

종결정 책임은 타 기관에 전가할 수 없다. 

사업자는 포팔연구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 초안은 책임행정청 및 기타 관 

련기관의 겸토를 거치게 된다. 제시된 자료가 불충분하면 책임행정청은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책임행정청은 보고서의 과학적， 기술적 정확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특수자료 및 정보는 다른 연방기관， 주， 지방， 원주민 정부 그리고 대 

학，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사전 검토의 

플 환경평가청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0 -

목적으로 작성된 초안 



타 연방기관 혹은 기타 전문가의 검토의견 그리고 대중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책임행정청은 포괄연구 보고서의 최종안을 작성한다. 이 최종안은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행정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청이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환경평가청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완전히 동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평가청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환경평가청은 최종 보고서를 

접수한 후 60일 내에 환경부장관의 결정을 책임행정청에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에 보통 30일에 걸쳐서 환경평가청은 검토하고， 대중의 검토의견을 

받는다. 이를 근거로 환경평가청은 건의문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된 

다. 주어진 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환경평가청은 포괄연구 보고서 최종안 그Z 까1 。 ï

전부터 검토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결정 과정 기간의 지연을 

접수 

피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도 환경평가청에 제출하는 동시에 문서를 송부하는 것이 

좋다. 

일단 환경평가청이 책임행정청으로부터 포팔연구 보고서를 접수하면， 환경평가청 

은 우선 포괄연구 보고서가 환경평가조례， 이에 따른 해당 규정， 환경평가청이 작성 

한 지침(프로젝트의 범위， 평가의 범위， 환경영향， 생태계 등)을 충족하는지 

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면 

리 내용은 어떠한지를 결정한다. 

검토한 

그처 

보고서릅 대중이 검토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일정， 보고서를 얻을 수 있는 장소， 

검토의견을 제시할 기한 및 장소를 공고한다. 대중이 충분한 검토를 행할 수 있게 

자료제시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환경평가청 담당자는 대중이 제출한 의견올 

분석하고， 대중과 기타 기관으로 접수한 의견을 요약하여 가능한 해결하려고 노력 

하고，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 혹은 패널검토텔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결정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건의안에 모두 포함한다. 대중검토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책임행정청의 책임이다. 

포괄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후， 환경평가청은 추후 과정 

을 건의안의 형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 
닫E 

중에 한 결정을 내려， 책염행정청에게 이 결과를 서면으로 롱고한다. 

1) 책임행정청에게， 적절한 완화 대책을 고려하여， 디-유과 같이 통고한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섬각한 영향이 없으며， 대중은 패넬점도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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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 프로젝트는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영향을 유발한다. 

중재자 혹은 검토패널에게， 적절한 완화 대책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한 2) 

여부가 불명확하다.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섬각성 

- 프로젝트가 심각한 환경영향을 야기하며， 그 

- 대중의 우려가 중재나 패널검토를 의뢰한다. 

대중검토에 의뢰하면， 책임행정청이나 타 연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경우는 책임행정청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 

된다. 그리고 책임행정청은 제시된 적절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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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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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
 

강
 
때
 
려
 

시
 

판
 

돌
 
행
 

만약 환경부장관이 해당 

대중검토가 종료될 

책임행정청에게 

권한， 의무， 기능을 

추진하여야 한다. 

방기관은 

프로젝트를 

한 제반 

화 대책을 



패 널 검 토(Panel Review) 절 3 제 

1. 대중검토 사전의뢰 통고(Pre-Referral Notice) 

겸토패 캐나다 환경평가조례의 

널에 의 한 평 가절차(Procedures for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D를 

환경부장관은 11월에 s.58(1 )(a)항에 따라 1997년 

발간하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 

의뢰하 

보고에 대 

검토를 

시작하여， 검토패널의 

환경부장관이 호으 -. '-

제반 평가에 

책임행정청 

포함하여)시기부터 

적용된다.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절차는 검토패널이 

검토패널이 평가하는 

는 (때에 따라서는 

효￡ 
'-였다. 

사전의뢰를 

끝나는 시기까지 

'-'-

한 정부의 응답이 

책임행 

단축하기 위하 

사전의뢰 

사실을 검토패널에 의한 평카에 의뢰한다는 

말한다. 패널검토 

프로젝트를 사전의뢰 

정청이 환경평가청에 

여， 책임행정청은 서면으로 

고
 

통
 

기간을 서면 통고를 보내는 

그 평가 최소 60일 전 환경평가청에 검토패널 

검토패년 트
 

첸
「
 표

 
책임행정청이 二11.-:-1'::::

。 ~τr이러한 있다. 권고하고 할 것을 르
 

R 고
 

까i
 
。

대한 개 프로젝트에 알리는 과정이다. 사전의뢰 통고에는 미리 의뢰할 것을 평가를 

예상 지연을 최대한으로 2개월 r-I 。
òT 기피하는 고

 
통
 

사전의뢰 이 포함하며， 요플 

바와 갇이， 보는 받는 즉시， 그럼 7.1에서 있다. 환경평가청은 사전의뢰 통고를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페널검토에 

하고 

사져 91 뢰 통 
(꽁식이강r까지 →←소60일} 

- 명가범위 충훈성 킬정 
- 프로젝트 판련 지침 작생 

홈며짜 재정지원: 

_ êt여자 재정지원 프로그 
험 작성 t재정지원위원회 
쭈보자 결정 재윈의 힐당. 
대중흥고 시민 작성) 

겁토빼닝: 

-때널 후보자 선정 
- 얘널의 활동 범위 시안 작성 
-조화 빛 대체안 고려 
- 패널 감독자 임명 

대중검토 의뢰 

대중검도 사전의뢰 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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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 널 검 토 의 뢰 (Referral) 

환경평가조례에 따라 프로젝트의 대중검토 의뢰는 여러 시기에 여러 기관에 의하 

여 시행된다. 프로젝트 대중검토 의뢰는 환경평가조례 내 8개 항목에 주어져 있다. 

그 검토의뢰의 시기는 표 7.1과 같다. 

표 7.1 대중검토 의뢰의 시기 

조례 주관기관 시기 

항목 

200 )(c) 책임행정청 선별제척 후， 대중검토 의뢰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환경 

영향이 있을 수 있거나. 대중이 관심을 보이는 시기 

21(b) 책임행정청 포팔연구 목록규정에 서술된 죠로젝 E 의 경우 언제니 

가능 

23(b) 환경부장관 포괄연구 보고서 검토후 의견을 접수한 경우， 환경부장 

관이 대중검토 의뢰가 펼요할 민람 상딩한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거나， 대중이 판심흘 보인디고 갤정한 시기 

’25 책인행정침이 언제라도 책임행정청이 디}중검토 의뢰기- 펠요할 만큼 

환경부장관 싱딩한 환정영향이 있블 수 있거나， 대중이 관심을 보인 

에게 의뢰 요칭 다고 생각할 경우 

28 환정부장관 언제라도 환경부장관이 대중검토 의뢰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거니， 대중이 관심을 보인 

다고 생각할 경우. 그러나 책임행정청과 상의 후 시행 l 
46 환경부장관 언제라도 환경부장관이 표로젝 E 가 주와 주 사이에 환 

정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서， 표로 

젝트 관련 연방 권한， 의무， 기능이 없는 경우 

47 환경부 및 언제라도 환경부장관이 쓰로젝 E 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무부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서， 표 

환경부장관 로젝 E 관련 연방 권한， 의무. 기능이 없는 경우 

48 환경부장관 언제라도 환경부장관이 요로젝 E 가 국가와 국가 이익 

관련 토지에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서， 효로젝 E 관련 연방 권한， 의무， 기능이 없는 

까7ð 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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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행정청은 프로젝트의 대중검토를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의뢰하며， 관련 

검토의뢰 문서는 환경평가청이 접수 즉시 대중에게 공개하여 검토의뢰 공고를 통 

하여 대중이 검토에 대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재정지원 

중재 혹은 검토패널의 평가를 수행하는 매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평가청은 대 

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참여자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서， 참여자는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에 참석할 의지를 갖는 이해 당사자를 

말한다. 사업자 또한 참여자로 인정된다. 환경평가청은 사전의뢰가 접수된 경우， 검 

토의뢰 7일 내에 이 프로그램을 공고한다. 검토의 초기 단계에서 이 재정지원은 대 

중을 도와서， 환경평가청이 발간한 프로젝트 별 지침의 시안을 검토하게 하고， 범위 

확정 회의를 준비하고 참석하게 한다. 참여자들은 또한 환경영향진술서 (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검토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공청회를 준비하 

고 참여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관간의 협력 

몇몇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공동 프로 

젝트 득정 협정을 개발하단 경우， 환경평가청은 책임행정청과 함께 작엽하여， 검토 

의뢰의 시기 및 협력 내용윤 결정하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서로 조정하기 위한 

71 관과의 토의룹 시작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특정 협정의 시안은 검토패널이 공청 

회를 시작하기 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책임행정청은 프로젝트 특정 협정을 위하여 

환경평가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섭에 활발히 참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 

한 협정에 대한 교섭은 책임행정청이 겸토의뢰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기 전에 

시작한다. 

다. 대 체 (substitution) 

연방기관이 환경평가조례에 의한 평가과정 이외의 대체 과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평가청은 연방기관과 상의한 후， 대체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검토패널 환경평가 과정으로 이 대체 괴-정윤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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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라. 원주민에 대한 고려 (aboriginal considerations) 

패널검토에 원주민의 참여는 검토패널에게 원주민의 문화 및 가치를 고려한 다른 

절차를 개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검토패널 평가에서 중재 (Mediation) 

대중검토 의뢰 즉시 환경부장관은， 환경평가청의 권고에 따라， 프로젝트 관련 환 

경영향평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재인에게 중재의뢰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의뢰 

는 이해 당사자들의 확인과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혹은 전부 

가 중재 의뢰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책임행정청과 중재에 참여하기로 한 모든 이 

해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인으로 임명하고， 중재를 위한 위임조건(terms of 

reference)을 확정한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중재 종료를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 

다. 

겸토패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열부로서 중재의뢰가 결정된 경우， 담당 중재인 

은 가능한 조기에 검토패널에 임명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가능한 중재가 힘든 사안 

을 조속히 명시하여， 환경부장관이 중재행위를 종료하고， 이 사안을 검토패널에 시 

기적절하게 의뢰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단 임명되면， 중재인의 첫 번째 임무는 책임행정칭 및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의 기본 틀과 지배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우선 이해 당사자와 중재인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타 사항으로서， 중재에 대한 기한도 포함된다. 

중재인은 가능한 노력하여， 토론이 초점 있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참여자 

들이 각 기관들과 인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중재가 종료되면서， 환 

경부장관 및 책임행정청에게 합의 여부를 보고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 임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청은 중재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의 명단을 작성하고 최끈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디 이 명단은 대중에 공표하여 

야 후1-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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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 

패널검토 추진절차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의뢰 환경평가청 패널 임명， 참여자 재정지원 계획， 지침준비 

책암행정청에 의한 패널걷토 의로l 

의뢰 및 명가범위 확정 검토패널 임명 및 EIS 작성지침 준비 
샤업자의 EIS준비 

자료의 명가 자료 확인 및 평 가를 위 한 회 의 

샤업자 추가자료 준비 r필요 할 경우) 

환경영향명가 및 보고 공청회 

가. 기한 

그림 7.5의 흐름도에 제시된 각 검토 기한은 일부의 강제 기간을 

고 목적에 지나지 않다. 강제 기한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제외하고는 권 

대중이 EIS 작성지침 시안을 검토할 기간 45 일 (최소) 
대중이 EIS 검토 기간 60 일 (최소) 
자료평가 회의플 위한 통고 4S 일 (최소) 
검토패널이 60-90일 대중검토 완료 후 추가 자료요구 30 일 (최대) 

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 
공정회 공고 45 일 (최소) 

기간은， 패 

않는 경우， 396얼 (13개월)을 넘어서는 아니 

혹은 검토패널의 추가자료 작성에 필요 

제출까지의 보고서 검토를 위한 강제 기간 검토의뢰부터 검토패널의 

널이 추가자료를 사엽자에게 요구하지 

된다. 이 전반적 기간은 사업자의 EIS 작성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토패널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토를 

넘어서는 위한 강제기간， 검토의뢰부터 패널의 보고서 제출까지441 일 (14.57H 월)을 

된다. 이 전반적 기간은 사업자가 EIS를 작성하거나 혹은 겸토패널이 

는 추가자료를 작성하기에 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 요구하 

만약 이해 당사자 혹은 사업자가 패널검토 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검토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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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검토패널은 이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자를 포함한 타 이해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검 

토패널이 이 요청을 수용하고， 전반적 검토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검토패널 

은 환경평가청장에게 이 문서에 정해진 기간 혹은 패널의 위엄조건에 정해진 기간 

의 변경 요청할 것이다. 검토패널은 추가 기간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받는 즉시， 환경평가청장은 책임행정청과 상의하고， 

7일 안에 검토패널의 요청에 결정을 내랄 것이다. 

나. 검토패널의 선정 

환경평가청은 환경평가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토패널에 임명할 후 

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공직 밖에서 선출될 것이며， 프로젝트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예상 환경영향과 관련된 지식과 경 

험을 겸비하여야 한다. 

검토패널 의장의 임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청은 의장 역할을 할 최선 

자격자 명단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명단은 대중에 공개하여야 한다. 

검토패널 혹은 검토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검토패널 의장은 이 명단에서 선발될 것이다. 

책임행정청과 상의하여， 환경부장관은 검토패널을 최종 선정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임명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검토패널이 임명되면， 환경평가청은 검토의뢰 서한， 패 

널 위원명단 및 이력서， 패널의 위임조건， 그리고 이 패널 절차를 이해 당사자들에 

게 알려준다. 

검토패널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혹은 더 이상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나머지 위원들로서 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검토패널 위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다. 검토패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임명 즉시， 환경평가청은 검토패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수행하여， 검토패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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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검토패널 관리자 

(Review Panel Manager)는 환경평가청이 정한 참여자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게 된다. 여기서 검토패널 관리자는 패널검토 

간추려 뜸
 

이
 「

설명하고， 위임조건을 

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려 대중참여 

말한 위원을 내의 임명한 캐나다 환경평가청 위하여，환경평가청장이 를 관리하기 

다. 

라. 검토패널에 대한 위임조건(Tenns of Reference) 

환경평가청은 책임행정청과 상의하여 패널검토에 대한 위엄조건의 시안을 작성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이다. 환경평가청 및 책임행정청은 검토 관련 이해 당 

명시하여 밝히고， 사업자에게 위임조건의 시안을 겸토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책임행정청괴- 상의하여 검토패널에 대한 위임조건을 확정한다. 

사자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계를 정하고， 과정 상 모든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검토패널은 위임조건을 명확히 

환경평가청장은， 책임행정청과 상의하여， 위임조건을 명확히 할 재량권을 

다. 위임조건을 명확히 하는 절차는 검토패널이 서면으로 환경평가청장에게 요구하 

응답하여야 한디 

。1
λλ 갖고 

해 

위임조건은 검토의 

게 된다. 요구가 있는 경우， 환경평가청장은 서한 접수 14임 내에 

겪토 완료를 위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겸토륜 지속하 

주어야 한다. 

기한 내 

여야 한다. 검토패널은 위임조건을 명확히 하면 참여자에게 알려 

검토패널은 

검토패널은 위임조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작은 개정의 

책임행정청과 상의하여， 위임조건을 개정할 수 

작은 개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패널의 의장이 환경평가청장에게 서한을 

미미한 개정인 경우， 환경평가청장이 서한 접수 후 14얼 내에 

상당한 개정인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최선을 다하여 14일 내에 

경우， 환경평가성장 

있는 재량권이 있디. 위익조건에 

요청한다. 

응답을 하여야 한다 

응답하여야 한다. 

마. 대중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확정하는데， 검토패널은 사용 언어， 적절한 통신 

당사자들에게 검토 참여하는 이유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결 으
 
근
 

단
 

i 
<T 대중참여 

정하고， 이해 

웬주민의 고려 잔고한디 계전， 경제， 사회작 모임， 의회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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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참고한다. 모든 검토 참여자들의 우편주소， 가능하면 전자우편을 작성한다. 

그리고 지역 정보요원의 필요성 및 펼수성을 결정한다. 

환경평가청은 공공등록소를 설치할 것이다. 환경평가청은 인쇄물， 인터넷 등 기타 

수단에서 그 둥록소에 대중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등 

록소는 책임행정청의 대중검토 의뢰서로부터 시작하여 환경부장관 및 책임행정청에 

게 제출하는 패널검토 보고서까지 제반 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평가 

청은 등록소에 패널검토 후의 검토사항도 비치하여야 한다. 동록소는 검토에 참여 

한 대중을 도울 문서의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문서의 본문은 퉁록소에서 직접 

찾아 볼 수 있으며， 인터넷 혹은 전화/팩스를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 패널 

은 검토 관련 정보의 접근 및 교환을 쉽게 하는 최근 정보계통을 이용하도록 독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모든 문서를 문서 

형태 그리고 가능하면， 전자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휠훌 사후 뉴→1 대중합여 r-카 EIS검토 

//’ \\ 
L콘쏟」 다끓가회의 

그림 7.2 대중참여 기회 

바. 추가 절차 

검토패널은 위임조건에 따라 공청회 수행을 위한 추가 절차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추가 절차는 본 문서에 서술한 절차와 일치하여야 하고， 환경평가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야 한다. 모든 추가 절차는 공공동록소에 비 치 할 수 있다. 

사. 검토패넬에 대한 기술 자문 

- 110 



검토패널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토 전반에 걸쳐서， 프로 

젝트 관련하여 전문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연방기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에 추가로， 검토패널이 검토 중 정부가 아닌 다른 전문가 써비스 혹은 법 

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청회 완료 전에 검토패널의 위임 

조건 내에서 일부 과제에 대하여 자문단을 유지할 수 있다. 

사용한 전문가 명단은 검토패널이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여 취득한 

혹은 작성한 모든 문서는 검토패널이 접수하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변 

호사인 경우， 고객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는 배제하여야 한다. 

아. 검토패널 평가의 일부로서의 범위확정 (Scoping) 

평가의 범위확정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할 환경 및 관련 사안을 확정하는 과정 

이다. 범위확정은 검토에서 고려할 사안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을 적절히 대표 

하는가를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범위확정의 목적은 검토에서 고려할 모 

든 사안들이 EIS에서 고려되고 제시되는 것쓸 보장하는데 있다. 

범위확정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능한 조속히 시작하여야 한다. 우선 환경평가청 

은 프로젝트 관련 EIS 작성지침의 시안을 작성하여， 이해 당사자플에게 회맘하고， 

대중의 검토릅 위하여 공고한다. 그리고 검토패널은 서떤으로 의견을 접수하며， 범 

위확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여，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련 EIS 작성지침을 확정하 

게 된다. 그램 7.3은 패널검토 의뢰 및 범위확정 ;설차블 간추려 보여주고 있다. 그 

러고 패널검토 의뢰부터 시작하여 검토패덜이 EIS작성지침플 확정하고， 사엽자에게 

송부， 그리고 공포하는 시간까지의 기한으로 111일올 권고하고 있다. 

1) EIS 작성지침 시안의 작성 

환경평가청은 패널검토에 펼요한 자료 작성을 위한 지침의 시안을 작성하여， EIS 

작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명확한 이러한 지침은 문서 검토 단계 

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야기휠 수 있는 기간 지연의 기회를 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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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혜널은 지챔융 확청하고， 사업자에게 송푸， 그리고 끓화 합 ! 

그림 7.3 패널검토 의뢰 및 범위확정 (권장기간: 111 일) 

2) EIS 작성지침 시안에 대한 자문 

환경평가청은 45-90일 기간 동안에 걸쳐서， 지침 시안에 대하여 대중검토가 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검토기간 동안에 대중， 정부기관， 산업체 및 사업자가 

본 지침의 시안을 확정하여 사엽자에게 통고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 

한다. 

환경평가청은 검토패널을 임명하는 즉시 EIS 작성지침 시안을 패넬에 제시하여야 

한다. 임명 즉시， 검토패널은 시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의견을 받을 

것이다. 겸토패널은 지침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범위확정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만약 범위확정 회의를 개최한다면， 검토패널은 이해 당사자， 사엽자， 정 

부기관을 초청하여. EIS 작성지침 시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패널검토 시에 

언급할 사안을 명시하게끔 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이 회의에 참가하던지，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검토패넬에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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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들과 상의하여， 검토패널은 언어요건과 분배할 EIS의 부수를 결정할 

것이다. 검토패널은 전자통신 사용을 통하여 필요한 인쇄물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 

여야 한다. 검토패널은 이러한 요건들을 최종 EIS 작성지침에 상술할 것이다. 

3) EIS 작성지침의 최종확정 

모든 검토의견을 받아서， 검토패널은 EIS 작성지침의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최 

종안이 확정되면 검토패널은 그 지침을 사업자에게 알려주고， 대중에게 공포하게 

된다. 

유사한 범위확정이 예전에 있었던 경우， 환경평가조례에 의거 상기에 서술한 범 

위확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물론 범위확정은 환경평가청이 예전의 평가에서 

수행한 것이 충분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경우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 중에 수행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환경평가청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이해 당사자의 

찬여 가능성 여부 및 예전 평가 자료의 충분성을 고려할 것이다.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에서 1겁위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책임행정청은 검토패널이 임명되는 즉 

시 예전 평가 중에 있었던 제반 자료를 패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 환경영향진술서(EIS) 

1) EIS의 작성 

EIS 작성지침 접수 90일 내에， 사업자는 EIS 작성 및 제출 스케줄을 서면으로 검 

토패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스케줄에 따라 EIS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만약 사업자가 스케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EIS 제출 최소한 30일 전 

에 패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EIS를 작성하는 동안， 검토패널 관리자는 

자료평가회의 스케줄과 장소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뜰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EIS는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검토패널에 EIS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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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가능한 한 EIS를 인쇄물 형태에 추가로 전자 형태로 검토패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전자 형태로 작성된 자료는 디지털 형태， 그리고 가능한 한 인쇄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EIS의 배포 3) 

검토패널은 사업자에게 EIS를 배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토패 

널 관리자는 배포를 감시하게 될 것이다. 검토패널이 EIS를 배포하는 경우， 이해 당 

사자들에 대한 배포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충분한 부수의 EIS를 접수하는 즉시 

시행하게 펠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EIS에 대한 서면 의견 제시를 위하여 최소한 60 

일의 기한을 주어야 한다. 

EIS 검토기간 중 질의 및 응답 

EIS 겸토 중， 이해 당사자들을 독려하여 서면 질의를 사업자 혹은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모든 칠의의 복사본플 패널에게 보내며 

에 비치하도록 한다. 검토패널은 검토 중 어떠한 시점에서도 서면 질의 

진의룹 받은 사업자 및 이해 당사자들은 선속히 서면으로 

복사본이 검토패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공공등록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고l 그L 1:드표르 λ、 
。 o -0 -=,-:J-

모든 

할 수 있다. 

응탑하여야 한다. 

다 이해 

넙-변의 

5) 자료평 가회 의 O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때， 검토패널은 최소 45일의 통고와 함께 자료평가회의 

공고하게 된다. 겸토패널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것 

을 요청하게 된다. EIS 제출부터 공청회 개최까지의 권고 기한은 165일로서 자료 

작성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패널은 자료평가회의에 대하여， 개최 장소， 기간， 

형태 및 조직을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스케줄을 배포할 EIS를 

자료평가회의는 사업자가 제출한 EIS의 충분성을 검토패널이 결정하는데 

주기 위하여 검토패널이 주관하는 공공회의를 말한다. 그러므로 검토패널은 사업자 

초점을 맞추어 자료평가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그리고 사엽자가 

충분성을 관단하게 된다. 이 회의는 검토패널과 참여자가 EIS에 

。Tn 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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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정할 비치할 자료를 공공둥록소에 

공개된다. 

작성하고，그리고 

대중에 

;인도L걷L 
i코 \.!.. i크 

제공한다. 모든 자료평가회의는 
감
 

설명을 하여 

회를 

l 사업자 EIS 검토패널에 제출 

검토패널 최소60일 EIS 검토 공고 2 

최소60 일 

I 검토패널 자료 평가회의 시행 

검토패널 EIS에 대한 서연 의견 접수 2 

검토패널 모든 자료 및 의견 반영 

30 일 

검토패널 추가자료 요청 요청 여부 겸정 

\\i 예 아니오 

추가자료 요침 패널 공청회 똥고 공시 

최소 45일 

4 
검토페널 주가자료 풍분성 견정 

l 충분한 깅우 검토패널 한강영향팽가 
공청회 꽁고-

2 불충분한 깅우 검토 연장 

3 자료가 약간 모자란 깅우 공칭회 선 
자료 보안을 조건으로 공깎회 공고 

그림 7.4 자료평가 

결정 EIS 충분성의 히
 

여부 

기술 

서
。
 

분
 

충
 

01 
^ 부서 

위한 자료의 

기타 τ，~ 101 101 • 1 
6 기-，->"↑ 

개최를 

01 
^ 

공청회 

검토，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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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서면 검토의견，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교환 서면 그리고 자료평가회의 

중 제시된 토론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그 충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검토패널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자료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최소 45일 전에 통고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청회 스케줄을 확정하기 전에， 검 

토패널 관리자는 공청회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청회 사전 회의를 통하던지， 혹은 서면 및 구두 의견교환을 통하 

여 이루어 질 수 있다. 공청회 기간 장소 및 형태는 프로젝트가 환경영향을 미칠 

지역， 이해 당사자들 및 그들의 위치， 그 기간의 가능성， 원주민 지역 문화 및 관습. 

그리고 기간 내 효율적 검토 완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추가자료 요청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만약 검토패널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걷 

포패널은 이를 공개적으로 사업자에게 통고하고， 서면으로 EIS 검토기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8) 추가자료의 제출 

사업자는 검토패널에게 추가자료를 작성에 펼요할 기간과 스케줄을 서면으로 제 

공하게 휠 것이다. 사업자는 스케줄에 따라서 추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약 사 

업지-가 스케줄을 어기는 정우， 사업자는 추가자료 제출 최소 30일 전에 검토패널에 

게 통고하여야 한다. 

9) 추가자료 충분성의 결정 

추가자료 접수 즉시， 검토패널은 대중검토 및 의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자료를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변의견을 접수한 후 검토패널 

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추가자료 접수 45일 

내에 공청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 개최 전까지 최소 45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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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가자료를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검토패널 

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환경평가청장에 

게 검토기간의 연장의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연장 허락을 받는 즉시， 겸 

토패널은 사업자에게 주요 자료 요청을 알리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공청회가 계 

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만약 추가자료를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검토패널 

개최를 위하여 자료가 약간 부족하다고 결정하였으나， 2차 추가 요청에 

주요 자료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패널은 첫 번째 추가자료 요청 

공청회 

30일 내에 

의 답변 접수 45일 내에 공청회를 추진할 수 있다. 

차. 공청회 및 패널보고(Hearings and Reporting) 

검토패널은 최소 45일 전에 공청회 개최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 

토패널은 검토를 위한 환경평가조례 및 위임조건 요건에 따라 제안 프로젝트의 환 

경 및 관련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공청회가 검토패널에 의하여 시행되게 된다. 

공 청 회 (hearings) 린- 환경 평 가조례 ql 

^ 검토를 위한 위엮조건의 요건에 따라， 세안 

프로젝트의 환경 및 관란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검모패년이 주관하는 공청회륜 I살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검토패널은 지역 공청회 및 열반/기숲 공청회， 두 형태의 공청 

회를 개최한다. 검토패널은 경우에 따라서 

형태의 복합을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1) 지역 공 청 회 (Community Hearings) 

한 개의 공칭회，흑은 한 공청회에서 [二

I 

지역 공청회는 프로젝트가 잠재적 영향을 머칠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환 

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공청회 참여자는 

발표를 원하는 경우 미리 둥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검토 

패널에 등록한 참여자를 등록 참여자 (Registered Participant)라고 한다. 그러나 검 

토패널은 일반적으로 최션을 다하여 

람늘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등록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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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패널 의장은 공청회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질서 있는 형태로 추진될 것을 참 

여자들에게 명확히 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자들을 존경을 갖고 이에 따르도록 하여 

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공청회에서 정보의 시기적절한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 

사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패널 의장은 매 지역 공청회에서 개회사로서 개회를 선언하게 된다. 일부 혹 

은 모든 지역 공청회에서 사업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하여 발표를 

하게 되며， 대중은 자료를 발표하고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그 이후 비공식 

적 질의 웅답 기간을 갖는다. 발표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소속인 

지 밝혀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 제한을 둘 수 있 

다. 적절한 시간 제한을 정하는 경우， 의장은 참여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하 

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할 것을 독려하여야 한다. 의장은 패널검토 

범위 밖 혹은 불필요하게 반복하거나 관련 없는 토론 혹은 발표에 제재를 가할 재 

량권을 갖는다. 의장은 공청회에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며， 사전공고에 따 

라， 의장은 통역의 펼요성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그리고 의장은 추가 발 

표를 수용하기 위하여 추기- 공청회를 계획할 재량권플 갖는다. 

2) 일 반/기 술 공 청 회 (GeneraνTechnical Hearings) 

일반/기숨 공청회에서는 사업자를 포함한 참여자뜰이 검토범위 내의 기숨 혹은 

비기술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패널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본 공청회에서는 

참여자와 검토패널이 사엽자 및 그 제출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검 

토패널과 사업자도 참여자의 제출물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일반/기술 공청회에서 발표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는 공청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검토패널에게 그 의도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발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다.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의장의 재량권에 따라 발표 여부가 결정 

된다. 발표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소속인지 밝혀야 한다. 

패덜 의장은 참여자뜰에게 공청회가 검토패널의 위임조건 및 주어진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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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l 시행될 것이다. 공청회는 사법적인 것은 아니나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여자가 존경을 갖고 추진되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공청회를 

하고 시간 내 정보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확히 

중재 

하여야 

한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표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타 참여자들에게 서면 제출물을 배포하고 공청회 개최 최소 1주일 내에 하 

여야 한다. 이렇게 아니 되는 경우， 검토패널이 타 참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주일간의 기간은 패널과 참여자가 공청회 개최 전에 제출물을 검토할 기회 

를 제공한다. 패널은 공청회에 나와서 발표할 기한이 1주일 미만이고， 대중에게 아 

않았으며， 요청하지도 않은 상당한 과학 및 기술 정보가 담긴 서면 제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공개되지 

출물은 접수할 

7.1 -, 

서변 제출을 구두로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 의장은 발표자에게 서면 제출물을 직 

접 읽는 것보다는 구두로 주요점을 요약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발표 시 

간 제한하여， 모든 참여자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의장은 발표자가 의장 

에게 받표 1주일 전에 사전 요청이 있을 시 좀 더 발표 시간을 연장해 줄 재량권을 

깃-는디. 의장은 패널검토 범위 밖 혹은 불필요하게 반복하거나 관련 없는 토론 혹 

은 발표에 자l 재를 가할 재량권을 갖는다. 기관들은 그플의 발표플 협의 조율하도폭 

권유한디 

요침이 있으면， 검토패널은 공청회 마지막에 참여지 및 사엽자는 원하는 폐회 진 

쉰블 1암울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가능하면， 폐회 진술은 계획된 발표 완료로부터 7 
。 1
i츠 내에 계획하여야 한다. 이 진술에는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질문 

의 대상이 되어서는 

하며，사전공고에 

아니 된다. 의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재량권을 

결정하여야 

갖는다. 따라， 의장은 통역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3) 공청회 중 절의 

공청회에서 각자는 발표 직후 분명히 할 목적으로 비공식적 7.1 도프'....2.. 1011 . ..2.. 걷二 。1
;프11- 2. t::. 2. ’ λλ 

다. 각 반표 후 적절한 질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젤의의 순서는 의장의 재량권에 

으l 펀한디 검도패년 위원은 아무 때나 질문할 수 있다. 좀 더 지-세한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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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T 
u 참여자에게 질의 

미리 알려야 한다. 

참여자가 다른 

경우， 패널에게 

만약 한 

원하는 

질문할 수 있다. 

추가 시간을 

을 듣기 위하여 상세 

좀 더 상세한 질문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의장은 참여자가 직접 발표자에게 질문을 허용한다. 의장은 독설적이 

고 과하게 공격적인 질문은 제재하여야 한다. 절차 및 의장의 지시를 따르지 

의장은 더 이상의 질문을 금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의장은 패널 권한 범위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관련 없다고 여겨지는 질문을 제한할 재량 

의장은 시간이 허락하면， 매 공청회 끝에 추가 질문을 허용할 

갖는다. 검토패널 위원은 발표 질의 중 및 각 회의 말， 언제라도 위임조건 

어떠한 질문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1-'-→
1효 τ= 

~ 。

dπ-’ 

밖이거나， 혹은 

권을 갖는다. 그리고 

재량권을 

관련하여 

「

4) 타 기관의 대표 

말하기를 독려한다. 그러나 

개인은 자신이 자력으로 혹은 타 대표자를 통하 

지역 공청회에서는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이 자력으로 

일반/기술 공청회에서는， 집단 및 

여 말할 수 있다. 

5) 공정희 기록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록을 작성하여 14일 내에 

전자 가콕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일의 공청회 의장은 

카. 검토패널의 

보고서를 

보고 

검토패널은 환경부장관과 책임기관 환경부장관에게 패넬검토 보고서를 제괄할 것 

이다. 검토패널 보고서는 검토과정에서 사업자 및 정부기관이 한 약속을 목록으로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부터 검토패널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힐- 때까지의 권장 기한은 120일 이다. (그림 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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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환경평가조례 벚 검토패널 위임조건에 정한 환경 빗 판린 영향에 초점을 맞춤 

겸토패널 보고서 작성 

• 
검토패널 환경부 장판에게 보고서 재줄 

120 일) 환경영향평가 및 패널보고 (권장기간 그림 7.5 

타. 검도패널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대하여 

힐- 노력플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내에 최선플 다하여 검토패년의 보고서에 

대응하여야 한다. 연방-주정부 공동 검토의 경우， 정부 대응 시간플 협의 

경주하여야 한다. 

:;<.:J 닙 ，~-0-"= 

파. 김도패녁에 의한 평가 종료 

않. -71 T;~ 행사하지 

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검토패넬에 의한 평가륜 장jf 헬 수 였다 

가능윤 의]듀‘ 권한. 책임행정청이 언제라도， :0<. 

걷r 패년검 IF-깐 PF 

하. 패년검토 과정의 평가 

검토패넬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등록 참여자가 패널검토 과정의 운영， 관리 

및 효율성윤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토패년 또한 지-헤평가륜 시행하 

효윷성을 검토할 것이디 환경평가청은 이판 평가뜰 

석절한 절차 수정할 것이다. 환경평가청은 이러한 모든 

절차의 여， 패년의 위임조건 및 

단거포 펀요하면 대
 

정보블 

겸도과정음 동하여 검 ]E패널블 위하여 자료로 보관한다. 꽁개하고， 미래의 

년 및 잔여자가 만늘어 

종어l 

낸 모든 정보， 공고 및 기차 기콕에 대하여， 환정평가조례의 

추가로， 전자통신플 사용하도룩 최선윤 다하여야 한디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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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뢰 통고 (검토의뢰 최소 60 일 전) 

김토피|딜 임멍) 참여자 재정지원 계획， 펀!경평가정 준비 (지칩， 

잭임행정청에 의한 검토의뢰 
7~ E므 

111 필 

환경정 참여자 재정지원 계획 발표 

범위확정 환경청 검토때널 후보자 선정 
Dt1 

1 환경청 EIS 지침시만 발간 위임조건 시만 작성 

2. 검토패널 지침시만 검토 및 대중의견 청취 

이 검토패널 파 맞 3. EIS 지침 시안에 대한 의견 종료 

검토때널 EIS 지침 확정， 사업자메게 승부， 대중에 공고 

45 일 
(최싹 

자
 

며
 역
 

사
 

사업자 환경영항진술서 (EIS) 작성 

T 
| 
| 
| 
| 
• * 4 

사업자 EIS 검토때널에 제출， 검토때널 EIS 60-90 일 검토 (초|소 60 일) ~ 

여|전에 비솟한 편 Jf 가 있을 

EIS 이| 대힌 질의 및 히|션 자료평가 회의 개최 -그 자료기 그리고 환경청 01 

출문하다고 것전(jf~=- 경우 

검토패널 접수된 모든 정보 및 의견 반영 

검토패널 추기자료요청 여부 결정 

i) ~ I조TIl I ~펴 :관칭호| 공고 

iìH 널 미정은 01 JI 시 시 사 

사업자 
추가자료 떼일 제출 밍 디{중 공고 

패널 츠가자료의 충분성 결정 
1 자료가 충분한 경우 공청회 공고 
2 자료가 매우 물충분한 경우， 자료 제출까지 공청회 공 
고 연기 및 환경청장에게 검토 기간 연장 요정 

3. 자료가 약간 물충분한 경우， 페널 공청호| 일정 결정 및 
시업자이|게 공정호| 전끼지 자료 저!출 요청 

공정회 - 프로젝트 환경영항에 초점을 망춤 

30 일 

검토페딜 보고서 작성 

90 일 

검토패널 환경부 장관들에게 보고서 저|출 

1근든 넌지는 E5‘역 일 01 다 
간 ~Ol 코1 .. c:> iIl I 널 보고서 (문서 작성기간 
13 川월 (추기자료 요청 없는 경우); 

2 굵은 글자 직한 일 수는 강제적 기간이다 
울포함) 

14.5 개월 (추가자료 요청 있는 경우) 

1 
3 

τ 

r 

의한 평가고1. 정 ~l 띤 7.6 겪토패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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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캐나다 패널검토의 질례 

1. 서론 

Gentilly-2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위하여 건설될 MACSTOR module은 캐 

나다 및 전세계적으로 첫 번째 것으로서， AECB에 의한 칠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캐나다 환경평가청의 평가릅 받아야 하였다. 그리 

고 본 프로젝트는 Quebec 주의 환경규제에 해당되는 첫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시간 

지연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방 및 지방 기관 사이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한 최대 

한의 협력 노력을 다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ECL은 제반 과정에서 펠요 자 

료를 작성하는데 Hydro-Quebec 을 도왔다. 

모든 과정에서 첫 단계는~ AECB에 건설 의도를 암리는 동시에. Québec주의 환정 

부 (MENVIQ)에 Hydro-Québec의 의도를 알라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Québcc주에 

서 는 이 공식 적 과정 을 허 가요청 (request for an authorization certificate) 이 라고 

하였다. 이 알림은 1992년 6원에 시작되었다. 

MENVIQ 요원탈븐 윈자력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띠1 분에 부서 간 회의꽉 선속히 

수행하였디'. PSAR이 인-잔성 검도픔 위하여 AECBol] 1엣)2년 11 윈에 우선 처1 월되었 

고. AECB , Hydro-Québec. AECL 사 이 에 점 도가 추 진 뇌 고， χ]1잉 강 :성 회 에 AECB 

가 잔여하여 검토텔 도왔디. 

한편. MENVIQ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지친의 

시안은 MENVIQ 와 Hydro-Québec가 검토륜 동하여， 최종안플 1993년 3원에 확정 

하였다. 

2. Québec 주 주관 지방공청회 

Gentilly-2의 사용-후핵연료 컨식저장시설에 대하여 Hydro-Québec주가 제안한 지 

방꽁청회에서는 Hydro-Québec이 68건， 따- 부처 렛 공공/]관이 92건， 인반대중이 

53건의 문건플 위원회에 제출-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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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방공청회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1994년 8월 24일에 시작하여 

7개 써l 션을 거친 후 1994년 9월 1일에 종료하였으며， 주로 전력회사의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와 더불어 위원회 및 대중으로부터의 질의가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94년 9월 26일에 시 작하여 1994년 9월 30일에 종료하면서 5번의 써l 션이 였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 당사자틀의 발표가 있었다. 

가. 위 원 회 (Commission) 구성 

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생물학자이며 변호사가 

맡았으며， 퇴임한 물리학자 1명과 몬트리올 섬장연구소 핵의학 과장이 위원으로 임 

명되었다. 이 중 한 명은 환경대중단체CBAPE: Bureau d ’audiences publiques sur 

l ’ environnement)의 영구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BAPE의 전문가 2 명으로부터 항 

시 배석하여 도움을 받았다. 

공정회 참석 주 반대 단체는 5개가 있었으며， 그 기관은 다음괴- 같디 

• Canadian Coalition for Nuclear Responsibility (CCNR) (Gordon Edwardsl; 

Environment ]eunesse (P. Dunsky, N. Tremblayl; 

Grcenpeacc (S. Gingras, F. Tanguayl; 

Mouvement Vert Mauricie Inc. (MVMl (M. Fu싹re， M. ~c. Lacoursc, Sr E. 

Lacour~‘ièrel; 

Groupe de recherche appliquée en macro-écologic (GRAMEl (Y. Guérard , S. 

Donato , .J. '~F. Lefebvrel. 

그리고 주 및 연방 정부 그리고 기관의 전문가로서 초칭된 사란은 지·원부판 대표 

하여 2인， 환경부를 대표하여 4인， 보건사회부를 대표하여 3인， 보안부할 대표하여 

2 언， 농림수산부를 대표하여 3인， AECB를 대표하여 3인， AECL에서 2인. Nc \V 

Brunswick 주 환경부를 대표하여 1인 보건부를 대표하여 1 인， 모두 21인으로 구성 

되었다. 이중 New Brunswick 주의 환경부 소속 S. Godin 은 위웬회 발표 요칭 

윤 받고， Point Lepreau 발전소의 사용후핵떤료 건식저장시설에서 수행한 환경감시 

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나 -강칭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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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겨l 증， 7개의 써l 션은， 방사선 방호， 대중 건강， 규정， 대중의 안전， 비상계획， 농 

업에 주는 영헝 건식 저장에 대한 과거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Greenpeace 는 Hydro-Québec 이 제안한 중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영 

구 시설이 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공청회를 요청하였다. 주정부가 이 지역에 영 

구 저장 및 처분을 금지하는 확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CNR은 유사한 

주장을 폈으며， 그러나 주정부가 AECL이 제안한 처분 개념에 대한 연방 검토과정 

에 친여룹 거부하였다는 것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프로젝트논 더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표하였다. 

MVM 또한 이를 동의하였다. 그리고 Canadian Shield 에 AECL 이 제안하고 있는 

자분 개념이 부정적인 경우， Hydro-Québec이 계획하고 있는 처분 시나리오에 우려 

룹 표시하였디 결국， 모든 이 단체들은 Gentilly-2틀 폐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에 대한 주요 젤문은 부콕 3을 참조하기 바란다. 

2단겨l 의 5 써!션은 약 40개의 요약이 있었으며， 이줍 207H 는 구두로 위원회에 발 

jEh:1 였디 

’/-) -'，ε 
r:' 1 

위윈회 보고서는 1994년 12윌에 저l 출되었으며， 보고서에는 환정부장관에게 보내 

간 권고사항 및 Québec 주판 위하여 환경부장관 회의에서 추가 결정블 내리는 것 

단 권고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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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관의 협조 요건에서 t:tl 
^ 환경영향평가 절차 절 5 제 

캐나다 환경평가조례 [S.c. 1992, c. 37]의 

의거， 환경부장관 권고에 따라， 국무회의 

협력을 권하는 규정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요건에서 연방기관의 협조를 존중하는 

59(a)절 [ S.c. 1994, c. 46, s. 5(1)]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방기관과의 의장은 

of Authorities Federal by Coordination the Respecting 규 정 (Regulations 

료L 
l •-

있다. 작성하고 

적용된다 . 

..Q.. 
E크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추진될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규정은 캐나다 내에서 

l. 결정 

프로젝트 개요를 점수받는 연벙-기관은 프 

대한 환경영향평가 요구 여부， 꽉은 환 

경평가륜 요구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자료 펼요성의 여부룹 결정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에 

주정부， 환경평가청， 흑은 사엽자로부터 

접수 푸 30힐 내에 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요란 프로젝트 관련 다음의 자료륜 의미한다. 여기서 

(a) 프보젝트의 요약 섣[성 

렛 프로젝트가 잔새작 영헝:욕 TJ] 첼 지역블 표시한 자료 

및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요약 내 둡닌l 직 지역 u] 첸 。네히:~q.. 
υ "-J T-:' 

위치 

(c) 프보젝트가 잠재작 

(b) 프로젝트의 

전화번호 ξf느 까、 pl ’ J_ *-제공핫 수 있는 주}촉인으l 

/、.-1 t J.\ 
• ..c 。

(c1 ) 프파젝트 관련 추가지 iI.펀 

후 10인 내 겸-정한 경우， 이라한 결정플 내린 띤빙-기관이 추가지-료가 편요하다고 

섣정 

그 겔정음 프로젝트 사엽자에게 암려야 한다. 

에
 
” 내

 
집수한 후 10힐 자료델 연 l상기관은 그리고 

올 내려， 결정윤 내린 후 10힐 내에 

요청하여야 한디 자료륜 에 

;섣 ~l 내에 내렌 후 10열 겸정윤 경우， 연망기관은 。1 느二 
λ.^ -,• 정부낀- 협정이 연방 주 

연방기관은， 프 

프로젝트가 추가 

;;>;.J~‘ 닙l즈二 
fiT "t二 L개요-륜 프로젝트 

인-려야 한디→ 

사업지-로부터 

정윤 주 정부에 

주정부‘ 환경평가칭， 흑은 

파젝트가 추진되는 해당 주 정부 혹은 환경평가청이 연방기관에게 

침수 후 10열 내에 프 

첼정유 위 。 ::，L 0:1 J~ ’-1 ~'I ←「

경우， 프또젝프 개요 

대한 힌깅영향핑가 요구 여부， 흑은 환경영향평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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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자료 필요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린 후 10일 켜져으 
d 。경우， 이러한 

요청된 

결정하는 

연방기관은 

연방정부가 추가자료가 펼요하다고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려야 한다. 연방기관은 

접수한 후 10일 

후 10열 내에 결정음 프로젝트 

개요를 제공한 주 정부， 환경평가청， 혹은 프로젝트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료를 

결정을 내린 

자료를 

결정을 

내에 

내에 

2. 풍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결정한 연방기관은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기로 

통고하여야 한다. 그 기관은 프로젝트에 권한을 10일 내에 서면으로 타 연방기관에 

환경영향평가룹 수행하는데 펠요한 전문가， 전 

분 정보 혹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기관 및 프로젝트의 행사할 수 있는 

하
 

부
 
’ 송

 
대응 

딴는 연맹-기관과 상의하여 대응 기간윤 설정하여야 한디 단. 30열플 초과해서는 아 

고
 

통
 

명시하고. 프로젝트 개요를 

연방기관은 하
 

르
 
딘
 

고
 

도
 
。명시하여야 한다. 

이름을 대응자의 

기간을 

해당 기관의 

정해진 

통고는 

며， 그리고 

이러한 

니 된디-

3. 디}응 요건 

대한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에 사람에게 명시된 몽고에 연방기관은 u 1-..Q.. 
[二 ‘ -

r-:; _, ;-... 
-ö~ JJ....:~ 

전문가， 전문 

연빙-기관이 추가자료가 필요하 

지식의 호L 으」 
-, L 정 I강 편요한 환정영향평가 수행에 

표시하여야 한다. 

잉-낙L O~ 부， 프로젝트 

여부륜 그리고 

이 자료릅 요청하여야 한디 떤 l상 

적절한 대응음 하여야 한다. 연방가관 

결정할 것블 

경우， 통고 접수 후 10엘 내에 

접수한 후 10일 

겔정 내리는 

요청된 자료를 

보유 

고
 

디
 
” ’ 

내에 

은 결정을 내린 후 10일 내에 결정을 프로젝트의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핀-은 

전에， 연방정부는， 통고하기 

제공하고，환경평가조례에 

_9_ 행사하여 관련 권한을 일부와 그 은
 

호
 
「프로젝트 

의가 멍시된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부플 

행위플 알려야 한다. 

_lÔ~ j"l 어l 

보고서‘ 선벨제칙 환경영헝-평가보고서런 

보고서， 혹은 감 IE패넌 보고서꽉 의 u]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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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프로젝트가 선별제척 혹은 포괄연구가 필요한 경우， 연방기관을 제외한 책임기관 

은 대응하는 모든 연방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프로젝트의 범위， 고려할 인자 및 언 

급된 인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책임행정청의 결정 

프로젝트 관련 2개 이상의 책임기관이 있는 경우， 스케줄 상 취해야 할 행위 

대중에 대한 공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장에 대한 권고를 합의하여야 한다. 

ql 

^ 

프로젝트가 환경평가조례에 따라 포괄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는 7cl 。
'61 책임행정청 

환경부장관 혹은 해딩- 연방기관이 추구하는 모든 답변， 그리고 프로젝트의 환경영 

향평가와 관련하고 있는 모든 책임기관들로부터 받는 결정할 인자를 고려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취해야 힐- 행위룰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j 인정에 대한 의견 차이 

확약플 점수하기 전에는 책임행정청이 

연빙-기관은 본 환경평가조려l 이외의 국회 조례에 따라 연맹-기관에게 부여된 일정 

과 차이가 있는 일정을 정한 경우， 그리고 연방기관이 환경영향평가릅 조율할 목적 

으로 티- 연방기관둡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정규적 등고 l상법이 있다고 환경평가청이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의 사항블 충족할 판요가 없녀-

본 규정은 1997년 4월 8일 부로 효력을 발생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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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캐나다 환경관련 국민의견 수렴제도의 검토 l!l ^ 분석 

캐나디-의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국민의견 수렴제도를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연방정부 

책 임 행 정 청 (responsible authority)인 AECL의 책엄하에 환경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환경영향분석은， 내각 차원에서 국가 환경보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고， 환경부 산하에 창설된 환경평가정이 독립적으로 환 

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의 환경영향 

평가는 

정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 얼환으로 사전계획 

있다. 그러고 일반대중의 참여가 보장되고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원지-략 

환경관련 긴 허 가(environmental licensing) 의 책임은 윈자떤 규-제 기 관언AECB에 게 

았으며， 안전성 

캐나다에서는 

확보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n 프주 
J.一 l一 단겨l 에서 이루어지고 였다. 따라서 

인허가가 원자력시설의 경우， 환경영향분석， 환정영향평가， 환경관런 

별도로 각 다른 기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 

펜c]-. 가치시! .1 '1- ~션폭 , \.J ,--;. 션별제척， 포관떤구， 중재， 패년깎도. 4가지 2.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책임행정청은 선변제척 과정플 거쳐서 임자쿄 
~-J L' 
;, 사엠지-에게 요구하게 띈다. 그리고 포겔-연구는 

검랴 내고， 편요하띤 }f. ~’l φ1 二 ;L
--'- .:. 1_ ’ 

환정평가청의 주 4’1. 하어1 증지l 꽉 

7•]:< ]덴 Ä] 패년겸두-렐 빈- J !l 된다. 윈자력발전소 프로젝브의 7:1 。
6 -, l한 c: 시 표핑~. '?~ _-, L 

및 폐년짐~- 괴-정플 거치게하고 있다. 포관떤구 보고서는 우선 」츠연-의 -행 터lf; :4λ} -, 0 

하여， 책엮행정청 

의견을 고려하여 

및 기티→ 관련기관， 그리고 대증의 깎또깐 거치게 도 l다， 모끈 ?l IE 

최총언-음 작성하여 환경평가청에 자l 팍한다 힌경평가청븐 평기-파 

정에서 대중이 제출한 의견을 분석하여， 가능한 해결하리고 노떤하고， 해겸이 이푸 

어지지 않으면 중재 혹은 패널검토를 요구하게 된다. 이라한 제반 결정은 환경평가 

청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건의안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4단계륜 

청회가 포함된다단 것이디 

모두 포함한다.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의 ’三

’ 
7，1 ζL 
r、 ‘ -

3. 만약 환정부장관이 

칭이나 타 떤방기관은 

거치게 되띠， 깎 IE패년에 

해당 프로젝트륜 패년검도에 의꾀하기또 

끄H 년에 의한 대증 7감도가 종 j-:- 관 nll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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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평가조례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절차를 발간하여， 책임 

행정청 혹은 환경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대한 정부의 응답이 끝나는 시기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었다. 

겸토패널의 보고에 

4. 환경평가청의 주관 하에， 검토패널이 시행하는 대중검토는 법적효력을 갖는 절차 

는 아니다. 반면에， Ontario주 정부와 같이 주 정부가 시행하는 공청회는 법적인 효 

력을 갖고， 변호사에 의하여 시행된다. 캐나다의 지방정부는 매우 강력하고， 대부분 

의 주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주 정부 

는 협의를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정이라 하겠다. 긴밀 

한 협조가 없으면， 여러 개의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불필요한 중복， 혼란， 

그리고 과디-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 

하여， 연방협조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효율성 제고플 위하여 

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로젝트 당 단 한 개 

5. 캐나다의 패널검토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기회는 여러 단계가 있다. 사엽자가 작 

성 지l 윷하여야 할 환경영향진술서 작성지침 시안의 결정 단계， 환경영향진술서의 

짐또피-정， 지-료평가회의， 공청회， 그리고 패년겸도 사후깎 IE 과정에서 대二숭침.o~ 의 

가회가 었다. 환경평가청은 중재 흑은 검도패년의 평가에 대중의 침-여플 용-이하가l 

하시 위한 참여자 재정지윈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추진한다. 모든 단제에서 이 재정 

지원은 대중플 도와서， 겸토를 용이하게 하고， 회의렐 준비하고 참석하게 

공칭회촬 

한다. 잔 

준 uj 하고 여자뜰은 또한 환경영향진술서를 검토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잔여하기 위한 비용-윤 청구할 수 있디-

6. 패년검토 의뢰 즉시， 환경부장관은 프로젝트 깐런 환경영향-평가의 임부 꽉은 A-] 

부플 중재인에게 중재의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우， 책엠행정청괴- 중재에 잔여하 

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인을 임망하고， 중재룹 위한 위임조 

확정한다. 담당 중재인은 검토패널에 자연적으로 임명되띠 중재가 힘든 사안 

을 조속히 명시하여 검토패널에 의뢰하게 된다. 중재인은 중재가 종료되면서， 환경 

기로 

컨을 

부장관 및 책임행정청에게 합의 여부를 보고서로서 자l펄한디 증재인 임명플 용-이 

하지l 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청은 중재인으로서 

고 최단 지-료뜰 유지하고 았다. 

- 130 

지격관 기츠 이 _L.:L이 ‘̂  lL l!. 2 --1 멍단을 작성하 



준수하게 하고 있다. 검토의뢰부터 검토패널의 검토 기한을 명시하여 7. 패넬검토는 

경우. 13 

경우， 검토의뢰부터 

각 단계 

。1-'
L"ð" τ二요구하지 

요구하는 

기간은， 패널이 추가자료를 사업자에게 

된다. 검토패널이 추가자료를 

넘겨서는 아니 

제출까지의 

아니 

보고서 제출까지 14.5개월을 

넘어서는 

보고서 

개월을 

별로 구체 된다. 그리고 

기한음 정하고 있다. 

패년의 

강제 7-~ .. 
임명할 후 기준에 따라 검토패널에 。1ε二

λJ..'-8. 환경평가청은 환경평가조례에서 정하고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예상 환경영향과 관련된 지식과 경 

겸비하여야 한다. 책염행정청과 상의하여， 환경부장관은 검토패널을 최종 선정 

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염병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것이며，프로젝트 밖에서 선출될 그L 7-1 
。 .. 일반적으로 작성하고，후보자는 명단을 보자 

i>-LQ... 
[그 E프 

:::2:. 7-~..Q... U~ 
_.1.- n iê:즈 ^ 및 관련 영향에 시행하는 공청회는 제안 프로젝트의 환경 깎토페년이 

n 
7‘ 

공청회는 공청회가 있다. 지역 형태의 1二

T 공청회， 열반/기술 및 공청회 지역 추며， 

것이다l. 겸도패널은 위한 독려하기 참여를 적극적 주민뜰의 지역의 언단 01 
^ 지역 

공칭 의건윤 뜸논디 임반/기쉰 사란뜰로부터 지역 최선윤 다하여 주j갚 열반적으로 

71 T三 "U ιj n ____ -" l-~ 대하여 기슛 흑은 띠기슛석 i’]-제에 사업7-]렐 표한힌- 침-여자플이 회에서 }r 

~I 하게 7-1 01 .9_ cJ-_O_ 
;:-~ -1 0 1::’ [l!하여 침이지， 감또패년이 제팍판에 딴jE하:IL 사엽지， 옆에서 

침-여지 가 판강 잔서있게 추진되아야 하고 꼬돈 것은 아니나 사 l겁석인 상성호]-:느 

정보교-흰-음 내 시간 줍지!하고 

한디. 

공청회판 

보장하가 위하。1 밴-후l 힌 수 었는 재량권플 빙확히 

의장은 추진도l Ji꽉 1딩 확히 깃-.:11. 으
 
다
 

직L 。→J'l 
!’_ u. 잔여지가 폐년점또 괴정의 저l 출한 후， 등꽉 보고서텔 점도패년이 

m 

또한 지-체평가룹 

한다. 환경평가청븐 

깎토패년 그리고 었다. 갖게 하고 평가힐- 가회플 효윤성블 01 
^ 

리
 

짐도하게 효율성음 젤차의 oJ 
;ζ 위익조건 시행하여， 패년의 

절차 수정할 것이디 환경평가칭은 이라한 모든 

위하여 자갚로 보관한디 이러한 패넬검 

정 작젤한 평가핀 난 ?)lEE 펼요하띤 

겸토패년윤 

또 고]-정의 평가는 1111 우 줍요하다고 하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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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미래의 대증에 보픔 



건의사항 '01 
^ 결론 장 8 제 

분석 공청회 제도 비교 세계 각국의 절 1 제 

기회 l. 주민참여의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 

동양)， 정치제도(내각제 

대통령제) , 전력회사의 수(단일 혹은 다수) 및 형태(국영 혹은 민영) , 지방정부 권한 

크기， 원자력 규제기관의 구조 형F!l (Commission 혹은 Administration) , 보고체계 

각국이 국민의견 수럼제도는 인허가 관련 원자력시설 

환경은 주로 호으 
-, '-一

배경(서구 혹은 문화적 국가의 二l르다. 

의 

및 제도는 u1-남1 
。1=1관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수행 이

「
 

민
 
의
 

국
 
거
 

도
 

예
께
 

1
r一
라
 

-
τ
‘
 

볼
 

이
口
 

채
「
 

q .l 
^ 

제도를 도입하 공정회 모든 나라가 국민의견 수렴의 차원에서 다를지 

고 있디 

표와 같다. 보면 다음의 각-국의 국민참여 기회를 간추려 

미국 <"rαi ; --.]1L 
• Yi.一 μ ” l -/-、- 디! {1 캐나다 

안전성 검도 -사진게획선청 」!’-지선정 힌정~스사 산시개 -EIS 잔 싱 지 침 시 안 

-환정영향 단기l 의 환정평 -끼션 1션 <';1 추l'닉 렉'?! "1 상 -EIS 감도 

짐도 가 - t Q- -~~"'" 'Jl’ 선사팍 lq 서 작성 -자 fL평가회 9] 

-법^iI화 취수 1;1 <'>] 추lJi 선시평가사 시싱 -공칭효1 

• liil \1 낌 보사후 ~j~ I 

호]-기회가， 안선성 

주어지고 있다. 각 주 정부 렛 7-1 빙 

01 
^ 검토 주민침-에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미국은 원자력시설의 

경영향평가， 그리고 법제화 시 공청회플 동하여 

있지깐， 대부분의 경우， NRC의 

단계에서 환경평가의 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결정윤 존중 별도로 환경진술서를 요구하고 정부도 

하고 있다. 영국은 사전계획선청 

있디. 

주민의견 수렴은 부지선정， 건설띤허 취꽉， l상쏠 및 취수면허 취득 과정 

공청회륜 통하여 의견욕 수렴하고 었다. 임본은 환경조사섣시계획안 작성부터 

프링-스의 

설멍회를 심시하n1 주띤어l 거l 단겨l 애서 7.1- λ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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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선사평가서 

에서 

시작하여， 섬사준비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5개 단계(EIS작성지침 시안. EIS검토， 자료평가 

회의， 공청회， 패널검토 사후검토)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갖는다. 

2. 공청회의 성격 

일부 국가의 공청회는 단순히 사엽자의 사업설명 및 사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부당한 분규를 막을 펼요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된 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 방법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에 대화를 여는 장의 마련이 펠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공청회를 법적효력을 갖는 행정적 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디 볍적효력을 갖는 공청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의 측면을 넘어 

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엽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동시 

에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디-시 말해서， 사엽자， 중앙정부， 지 

망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청회를 법적효력블 잦 

는 공청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국의 공청회 주요 성격플 간추려 보띤 다음의 표와 갇디. 

1 ’l 국 。~ .:1;- 표 Ç..“F 一/、 。!겐 깨나디 

Adjudicalorv Statutorv -섣명회 빛 의견 션 I싱회 넷 一 υJl딘 한징 \=1 !~ 
procl'cdinμ lI1qUlry 정추1 으] :;1 진추1 'tl "1 :fL υl ! 。”A1 -。lj-

-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ve hearings 

courts ll}j1 x →~è[ ~’ 11 7 ?;l p 1 , 

ASLA13룹 1 Tribunals -7J~ ë←녀， ?一 .z;으。 。Lx。4 끼 닙 →깅 υ! 이 시맹 정부 - 7d- i;~~l "9'→7.]티 。} ^a JJ! 

-’강힌 상Jl섬차 and lnquiries -지방의회의 →얀내성 있1.".- 접 -수 정부 변호사 

。。1-δ。j:'({{f 二l二→ 선임 

1"1]국은 full adjudicatory proceeding의 일환으로 공청회륜 이용하여， 그 처분 결정 

에 l겁적효력플 갖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기서단 NRC)가 ASLB의 결정에 이 

의가 있는 경우， 최후 결정과정에서 ASLAB를 통한 상고젤차륜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영국도 공청회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청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최종객으파는 책엮행정청의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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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용하여，사법부에 

있다. 이 

및 설명회 공청회는 도지사 주관으로 운영되며， 사업의 

성격이 매우 크다. 프랑스는 그러나 특수행정법원을 

의존하기 전에 행정부 측의 

프랑스와 일본의 

청취의 겨 
'-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효력은 매우 크다. 남~ ^~ 
닙「 

마지막 처분행위로서 

성격이 매우 농후하여， 그 결정의 수행정법원은 사법적 

결정에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주 

맛을 품기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예를 

변호사에 의한 회의 진행이 대표적인 것이다. 캐나다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 사 

이에 여러 가지 협력 협정을 맺고 있으며， 중복된 절차를 될수록 지양하고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패널의 결정은 주 정부를 매체로 일면 법적효력을 부 

정 

들어 

공청회는 그 캐나다의 검토패널에 의한 

매우 사법적 공청회는 부가 운영하는 

서 

여받고 있다고 하겠다. 

시기 개최 :1. 공칭회 

인허가 단계 환경섬사 호으 ., '-단계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계획 트
 

체
 「덮

 
공정회는 

환경심사 인허가 단계 프로젝트 제도는 공청회 미국의 수행된다. 시 언전섬사 nl 
^ 

포함하여， 건설허가 떳 

지l 외힌-

민-겨l 륜 부지선정 

수행하고 

그리고 프랑스는 

공칭회렐 

안전선사시 수행된다. 

취수허가 취득 

ul 
^ 

그러나 이륜 있다. 단계에서 ul 

^ 
11 1<2드 J-~ 
。 듀 i~ 

부지선정， 사업계획의 평가와 함께 하 단계， 꽉허 계획 τ시 ql T'ö -:;;; ?!--;:-p- 표 i긍첸 E 으l 

그L 수행펀디. 

표와 갇다. 보면 디-유의 간추려 시가꽉 개최 공청회 각-국의 

미국 영국 ri E“~ .!.::‘ 인본 캐니다 

인허가 과정의 사선계획서 부지선정， 부지선정단겨l 에서 쓰로젝트 계획 

힌정 및 안진 검도에서 수행 깐섣허가， 망줍불 수행 단계에서 수행 

식사에서 수행 허가 선첨시 까~ *NSC 9 ] 안잔섬사 T 

행 i’{정에서 수행 

주관기관 4. 공칭회 

。r 

고
 
。

잔덤하여 

있디. 미국의 

공청회를 

정하고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렌된 

저으 
" ... t~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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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1 
E프 τi ASLB꽉 

1] 1 국은 윈지 력조례 191절에서 

위;과여， NRC 산하에 영하기 



청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인의 공청회 주재자<Presiding Officer) 혹은 ASLBP 

에 소속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ASLB에 의하여 수행된다. 영국은 상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청회 주재자(Inspector)가， 캐나다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 여러 명의 위원 

으로 구성된 검토패널<Review PaneD이 수행한다.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는 

도지사가 선정한 공청회 주재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공청회 주재자를 중 

앙정부가 임명하는가 하면， 일부 국가는 도지사 혹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있다. 

엘본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통상성이 비방사학적 사항 만 다루고 있고， 방 

사학적 사항은 별도로 규제기관이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 

라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비방사학적과 방사 

학적 평가를 단일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의 도웅을 받아서 

수행한다. 

원자력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련 인허가 기관은 미국의 경우. NRC가 단열 

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가는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련 인허가룹 변 

도기관이 주관하고 있다. 

각-국의 공칭회 주관기관을 간추려 보떤 다음의 표와 감다. 

미국 영국 .>1-근 “r.:'::λ 。!펀 캐나디 

공조1 회 . 공-칭회 . 공칭회 공성회 ‘ 공청회 

NHC의 ASLB DTI 장관이 임 Prefect가 임명 s.:_ 도부현지사가 환;상부가 엮명한 1 

(3인 \1 11 심원) 명 힌 Inspector 인허가 。11! II o1 Ikvie\\" Pancl 
인히가 기관 : 인허가- DSIN 및 DInIlE 'i'! 61 시 인히가: AECB 
NI\C HSE(N II) 및 STA 렛 MITI 

패핑Oà 향평가 및 
EPA 
NII는 소내 안진 도지사 줍앙정부 l'vlI’I‘ I 3 긴。 。l n *l -X「 처 ~~-! 

심사에서 NI\C와 성. EPA는 소외 에서 임명 (HJ 망시 학석) 사이에 협꽉협정 l 

EPA양해각서 안전성 인허가 NSC 새정 운영 

.:iil환 (밍사한석) 

5. 원자력 관련 공청회 절차 

각국은 행정절차에서 공동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행정션차조례 및 법플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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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공청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행정의 경우， 이에 추가로 각국은 원자력조례 및 법에서 별도로 인허가 및 

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조례 189절 공청회 및 사법 적 검토(Hearings and Judicial 

Review)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언허가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의 공청회 요청 및 사 

법적 검토 청원에 관한 권리를 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원 

자력시설에 대하여 건설 및 운전을 위한 모든 허가신청에 대하여， 에너지개편조례， 

에너지정책조례， 윈자력조례와 그 이행 규제 활동에 따라， 반드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공청회 절차를 NRC가 별도로 마련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인 10CFR2를 따른다. lOCFR2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은 

NRC 자체의 시행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끈거로 작성 

된 것이다. 

영국도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절차를 법정및공청회조례에 의거 법정 및 

청문회라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수행되는 공청회는 꽉별한 진행 섣 

차는 없으‘나， 각- 경우나 지망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어떠한 경우는 위원회펀 

--rL 성하여 지속적 회의를 갖는 경우도 있다. 가본적인 젠학은 대증의 선뢰성윤 구축 

하고， 언판의 선뢰성을 얻플 수 있게 참을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디 각국 

의 공칭회 관런 조례 및 볍음 간추려 보면 다음의 표와 감디-

n] 국 영국 .1l.라“~-、 。!관 캐나다 

- Administrative Tribllnals and 특수행정법원은 - 힌정영향평가볍 C;1I1adian 

Procedure Act InqlliJ;es Act 사법석 절차쓸 따 (맙쉰 세써호) Environmental 

- Atomic i ;3f. - 신기사인낸 Asscssment Act 

Energy Act (법판 지1HH흐) 

- National 

Environmental 

I'olicy Act 
10 CFR 2 1"990 Statutory 공청회 : 공청회 , Procedures for 

528 Tribunals 특별한 절차가 없 득변한 젤차가 없 an Asscss l1lent 

and lnquiries D 。. 。!그 hv a Review 

도지사의 재량에 도지사91 재녕에 l각mcl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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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전 조율 6. 공정회 

중요하 매우 7.-1 。
/시 τr 는

 
갖
 

기회를 할 ;ζ ..Q...Q.. 
~2 는즈 사전 전에 내리기 결정을 공청회에서 

통하여 

표<:'，} /-. 
_r,,_ 

전에， 전원개발조정심의회를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완료하기 환경섬사를 통상산업성은 다. 일본의 

종합 의견을 도도부현지사의 ;즌;셋 고}혀 
-- u ’ ‘- ~ 

환경청과의 

이용하고 있다 

부처간조정위원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펼요한 기구가 된다. 

협조가구인 CIINB를 내부 구하기 위한 정부 행정부처의 지원을 

따라서 

쉽 입안 과정을 법의 었다. 독려하고 참여를 경우，국회의 프랑스의 한가지는 1::1: 
...L-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자연적 

적극적인 

협력의 강구를 용이하게 하며， 

개최를 통하여 대중의 청문회 할뿐만 아니라， 주기적 

동하여 

게 

범부처적 제
 

동
 

행정부의 

기 우리 나라도 프랑스의 POASTO와 갇은 

작극적인 첼동의 유도가 필요하다. 

인 언론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따카서 

국회 내 과학기숨상임위원회의 관으로서 

보띤 다유의 표와 걷-다. 사전 조율을 위한 션차닫 간추려 각국의 

1 ’ l 국 。~ .~I~ • ;•E ι U!! /‘ 。‘ :1 ] 1ι→ 캐나다 

한강1 진숨서초안의 prc- lI1q ll1ry 11L 7: 1 1' 1 조정위 선윈가|만~슨정섣 선댄 ;(11 척 및 승새 

:;] ~’l 간도 ITICcLIJ1μ 윈회 CIINB 9] 호1 

~-~~회 

l ’0.-'1. S "l'A 
-상성회 선 지유 111_ 다 애밍의 우 ~! 신 성 ’Jl 4’! 넨 υJl단건쿄에서 6~ 

E] 가판의 의건 원자 정 및 야회 자웬 !닌μ，녁l 지사 9] 

-/「- γ ”i 익 이 {I :{~정 당1 91 ~;， I :{: 쟁 

U으갇요~.EPA. 등 ) -/「-f，11

137 



결론 

1. 원자력사설 환경영향평가 절차 

2 절 제 

보면 다음과 같다. 건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안)를 간추려 제 1차년도 연구에서 

훨 신청하기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허가를 가. 원자력시설(원자력발전소 혹은 

전에 사업자는 원자력시설 

산업자원부 

~~ lõ! 'ö-' 건설을 위한 사전계획신청을 환경보고서 (ER)를 

장관에게 신청한다. 그 신청 내용-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지선 

정을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논 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 

위 

씬 

하여 

드"'-n-l 
-, L:.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디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보고서에 

(1) 시설 도입의 

이 함께 

훤요성 디1 
^ 목적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부지특성 

는!.λ4 
\!..... --, 

(4) 편 익 비 용분석 (cosνbenefit analysis) 

(3) 대 안(alternatives) 으l 

나. 사임자가 제출한 원자펙시설 사엄의 

산엄자원부의 전력선의관이 주관하 l다， 국가상시선 E! 수감정책윤 난까로 사업의 

평 대한 더-당성유 사선셰획선정에 j드송1 χ1 
。 너 1 

-----‘‘ 
가
 
더-당성플， 국가 환경보전정책을 큰거쿄 환경에 u1 치는 영향판 팽가하게 된다. 

겨 
o 분야언 위하여， 비망사학적 수행하시 첸저히 환경영향평가를 디 산엽자원부뉴 

여 ë~ 한정선사지-분회의판 션시한다 환경섞사활 의꾀하여 환경섬사지-문회의에 。T 
’ 

별도로 천문분과릅 추가-하여 구성되며， 이에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rι1 
:ζ 학자 분야의 환경 멍오l 

선사판 섣시한디. 환경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흑은 전분가델 이용-한 수 있다. 

;.(-)1;'.. 7-1 
‘ : 1 ’_ -1 있게 각 뜩정 구체적이고 선츰 

심사자문회의 

설치하여 

언허가 

의꾀한디 윈자력규제기관은 

도검-판 넨 l l] 된 디 

。1_<=1..
Aλ 「즈 대해서는‘ 옆으로 

깎 T.JÕ_ 핀 

환경영헝:평가에 

전문적 

방사학적 

규제와 연관하여， 원자력규제기관에 

평가과정에서 KINS와 갇은 전문기관의 기숨적 

산염자원부는 그리고 라. 

01 

^ 

취합하 켈과룹 한정평가 윈지-략규-새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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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진술서초안(DEIS: Draf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O을 작성함으로써， 산업자원부는 일차로 사전계획선청 심사를 완료하게 

된다. 

바. 전력심의관은 작성된 DEIS를 정부 내 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에 검토를 공 

식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전원개 

발조정위원회와 같은 부처간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당 지방정 

부를 비롯한 각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된다. 심사 대상에는 환경이 미치는 영 

향 평가는 물론， 환경영향 완화를 위한 대책의 강구， 환경감시방안， 지역 보상방안 

등이 포함뭔다. 이러한 모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진술서 최종안(FEIS: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을 작성 한다. 

사. 산엽자원부 장관은 공청회 개최여부를 부처간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결정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는 경우， 산엽자원부 장관은 공청회 주재 

지-플 엮멍하고， 함께 공청회 패널을 구성하여， FEIS륜 포함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ER, 종빙자료， 정부정책， 반대자， 찬성자의 증빙자료， 강-관 모두 깎토한 후 ~l 겸-고]

륜 건의 형태로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림 8.1은 사전세획선청 섬사 및 환경영향평가 

산자(안)뭔 간추려 보이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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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과 함께 사전계획신청서 제슬 

.1. 
전략심의관 

률훌뿔흩멜흩톨l 

환경 믹 보건부 장핀 

그림 8.1 사전계획선정 선사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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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의 가본 목적 

공청회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중요 정책 수행에서 국민의견의 수렴 

• 대중의 의견 존중 

- 반대자들에게 정당한 기회 

결정과정에서 srnλ4 --r -d 。 보장 

부여 

2) 이해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이견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이견의 합리적 조정 

3) 합리적 대화의 장 마련 

법적효력을 갖는 행정적 처분절차의 강구 

사1겁적 절차와의 연겨l 

:-}. 공칭회의 /'1 본원칙 

주어진 이 꽁청회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 판윈착은 디유피- 걷다. 

가. 국가 중요 정책 수행에서 그 유용성플 국가가 충분히 인정하여， 그 사업의 추진 

플 허가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열반대중에게 이 유용성을 정확히 인식시켜서， 

대숭이 이를 수용하여야만 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잇다. 따라서 공칭회판 모는 국낀l 

에재 의견제판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바한 의견븐 

사륜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디. 

대부분의 -f，민 의 

나. 공청회는 국민의견 수렴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해당 프로젝트 수행플 반대하 

는 사람플이나 기관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二l 라므로 공칭회에 진-석하여 

의잔윤 발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면서， 공침회 

효윤적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활 두고 공칭호l 참가등꽉욕 헬- 기회핀 부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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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청회는 모든 과정에서 

논의 대상이 된 모든 사안의 

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소상히 

공개원칙은 물론， 

결정 결과 및 과정， 모든 진술서의 처리 결과 및 과정 

공개되어야 한다. 

보장되어야 한다. 공청회의 투명성이 

라. 도입 사업이 일반대중에게는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은 자기지역에 잠정적 위해시설을 아무 대가 없이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이다. 따라서 공청회는 변상의 의미로서 사업자가 해당 지역사회 

민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 

발전이나 지역주 

마. 정부는 또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지역주민 개인의 

유린된다던가， 혹은 해딩-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이나 이익이 

문제가 았다.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다면 

o ;=> 
걷r 균f 첨예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 

는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민주주의 원칙하 

에서， 해당인의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부당한 분규를 박고， 법제화된 절차를 통하여 

계기가 되어， 국가적으 

획기적인 발전플 동시에 꾀할 수 있 

마랜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의 여는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대화를 

로 펼요한 사업의 

어야 한다. 다시 발해서， 사엽자， 종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판 
-"'_ ::7-.1 
끼- 'f-i 

것이 

세도적 장치로서 

작섣하다. 

환경영향평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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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 절 3 제 

1. 환경영향평가의 성격 

환경 측면에서 환경보전 국가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프로젝트는 원자력 

측면에서 환경관련 의거 안전규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원자력법에 

사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는 

적용되고， 인허가 및 규제는 프로젝트의 

별도로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제를 인허가 및 

이루 단계에서 모
 

조기 단계에서 

어져야 한디-

전계획 

2. 환경경영향평가와 환경관련 인허가 책임행정청 

였다. 하나는 조례가 "7.-. c즈 (")1 o ïT -""1 
1二-r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원자력시설의 ZJ-늠~.9-

• 1 ’ ,-
인허가 및 윈지-펙시설의 하나는 1::1: 

-'•-보전하기 위한 조례이고， 환경을 국가차원에서 

연방 위하여 조례룹 총관하고 심행하기 규제륜 수행하기 위한 조례이다. 그리고 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환강영향평가와 환경 

환경 영 향평 가(environmental 

운영하고 설립하여 

단일기관인 

벨도로 기관-판 

있디 주관하고 NRC가 인허가룹 관렌 

수행하 기관이 별도의 인허 가(environmental liccnsing)판 환경관린 étSSCssmenU 오} 

인허가는 윈자역 책엮행정칭이，그러고 환경영향평가는 

비-란직하다. 

바람직하다.따라서 

것이 수행하는 규제기관이 

것이 ‘ -, -

5.1101 
• 1 n 책임행정청의 정하고， 책염행정칭욕 내

 
;셔 닙 
。，-프로젝트는 드

 
」모

 
핀1. 펀 원지-딱 

영향묶 미치는 한정에 하여금 일후CJ.으로 사엽지-쿄 겸토의 추진의 타당성 사엄 하어l 

환경영향평가의 프쿄젝트 따라， 원자력발전소 이에 평가한디. 하여 제렐하게 .bLλ} 
1'_ I 

;<11 01 ~ -, n 1._ 규제의 u1 
^ 인허가 된다. 한편， 환경관련 

원자력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에게 있다 

책임행정청이 경우， 산업자원부가 

도엽 시기: :). 공청회 

경우， 환경섬사 

공 청 회 (environmental hearing) 륜 개 최 할 

좀류-가 다양한 원자력시설의 산업체가 많고 

<Cnvironmental review)과정 에 서 

원자력 갇-이 01 국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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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review) 안 전 성 섬 사(safety 아니라， 



주관으쿄 안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입되고 있다. 

있다. 그리고 일본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성 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하여 청취하고 

나라에서， 공청회는 주로 인허가 과정보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 이유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최하고 (safety hearing)를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얼반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 참여가 크게 

가와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중의 

4. 환경영향평가 수행 단일기관: 

환경영향평가에서 통상성이 비방사학적 사항 만 다루고 있고， 방 

규제기관이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방사학 및 비방사학적 환경영향 섬사륜 단일기관이 

는
 

。T 겨
。
 

일본의 

별도로 사항은 사학적 

수행하고 있으 

전원개발 받아서 

산엽자원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과학기숨부가， 그리고 비방사학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수행하며， 이에 따라 각 

단계에서 가관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적젤한 사전계획선청 검토와 

환갱영향평가륜 수행하여야 한디 

환경영형평가는 

현재 수행한다. 우리 나라는 

망사학적 

。Tn 도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는 

따라 며， 훤요에 

차원의 

겸또의 

한 개의 단 딩-프로젝트 위하여 제고블 효윤성 

책엮행정청 던-인기판이 l상사학적 렛 비 l잉-사학작 환경영행:평가 환경영향평가 수행븐 

관련 7] 딘-세에서 초기 비-팎직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기- :J']정의 갓이 하
 

해
 。

수
 
’ 

Ï! ì 환이니- 관 등)윤 파악하여， 부처간 이해각서의 판(환경부， 고]-기부， 보건부， 지자체 

넨 규정의 제정이 반드시 판요하다. 

5. 공청회의 성격: 

우리 나 법(행정절차볍， 환경영향평가볍， 원자략 l쉽)은 공청회의 성격음 의친윤 년 

에매모호한 표현플 사용하고 있디 다분히 

의 u] 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디 지역 

의낀플 수렴하뉴 구체적이고 투명한 방법윤 수립하고， 이를 처분에 

는 방법을 제시하여 공청회 결과의 법적 효력 강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책임행정청의 처분에서 어떻게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공청회 결정을 

반영하는가 세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청회륜 단순히 사업자의 

청 의진 ql 
^ 

λd o:l 
근 。절차라는 수렘하는 c] 

추l 의 

반영하 주민의 

사엄설병 

:IL -~--1 
。 ι〕법적효펙욕 것보디-는， 강펙한 정착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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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청취하는 으1 ;::1 으 
• ~ π 렛 주덴의 



회 제도에 부여함으로써，사업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은 수램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공청회 주관 주체: 

공청회를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O.J.져 닙 이 
깐，. -d 。 τ--""1 환경영향평가판 c J. cl. 

n 。

하여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책임행정청의 책임하에 시행하는 방안이 바 

람직하디 

7. 공청회 주재자: 

미국은 공청회 주재자 및 ASLB위원을 이미 NRC 내 구성되어 있는 ASLBP패년 

내에서 선정한다. 캐나다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펀 !JOO!플 마랜하여 "81-λ1-
。.:; 최선의 

있다. 반면에， 책엮행정청에 

디 윈지-락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공칭회단 공청회 

가능하게 하고 인션플 의하여 수시쿄 。1 11,1 송L 
n Ó ;:~ 

.!.=. t二 。 1
I - '- λA 

주새지-(가능하띤 행정빙에 능-냥한 

잔분가 적격)룹 포함한 핀요한 전문가단 3빙의 위웬으띄 규L 성펀 공칭회 끄\l년에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란직하다.공청회 주재자가 폐년의 위웬장이 도1 n1. 3l! 엮행정 

강 f'=- :;]판 내에 전문가 집만으로 구성된 poo!플 마펜하여， 공장회 주 ̂11 7.]- 빗 ií\l \;_ 우l 

우l 관 선정하는 것이 바란직하다. 

H. 강칭호l 패년에 대한 위임조건 및 권한: 

공칭호l 주재자 렛 패널의 위임조건 및 권한올 공칭회 개최 잔 u l1 :ü: ~~ ^~l 1두 t:tJ 
--~ -1- • 1~ 

호L 

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를 이미 법규정으쿄 확정하는 강우，_ l듀 있디. 공정호l 

주재지- 및 패널의 위임조건 및 권한윤 법규정으로 확정해 4강간 갓이 비란식하디-

9. 공청회를 수행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의 명시 

공칭호l 대싱- 프로젝트블 법에 [성시하거나， 캐나다와 꽉꽉규정 (List 

Rcgu!alions)윤 별도로 작성하여 대싱블 냉시하고 있디. 그라나 얀본과 프랑스는 윈 

지-녁:;]본시설(원잔， 핵주기시섣， 연구로 갚)의 경우쉰 씨와하고{E 지자체장 -한븐 증 

。J. -:;(.4 ..!OI 
。 ô -, 책임행정청의 재량에 의존한디. 공정회릅 수행하여야 하는 프쿄젝뜨관 ul τl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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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공청회 일반참석자 자격: 

공청회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한 자선의 견해를 진술하 

기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락되어야 한다. 서면으로 공숨진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 

류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락하며 공청회 등록절차를 마친 등록 참석지-로 한 

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l. 공청회 검토기간 지연을 피하기 위한 기한의 설정: 

공청회 기간의 불펼요한 지연을 막기 위하여 각국은 노력하고 있다. 캐나디의 경 

우 모든 단계별 세부기한을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과 갇이 

매우 유연한 경우도 있다. 공청회 기간은 될 수 있논 한 상세하게 절차 및 l섬에 u:l 
。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원지-력 관런 꽉수 공정회 절차: 

각국은 행정젤차에서 공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맹정션차조려l 디! 법판 정하고 

였으며，여기헤 공청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이나 윈지-넥 행정의 경우， 이에 「

가로 각-국은 원지-력조례 및 법에서 별도로 연허가 떳 규저l 훤-판에서 공칭회꽉 ?}도 

팍 하고 있다. 미국의 10'-一
ð -1-'- 원자략시설 인허가와 까펜펀 공장회 션차판 NHC가 

:，L 처l 적으로 마련한 행정젤차법인. 10CFR2를 따른디 영국도 1관션소 프로젝트펀 

õ l- l특별 젤차렐 법정 01 
^ 공정회라는 벙령으로 정하고 있디. 프링-스에서 수행되깐 

공칭회는 득별한 진행 섣차는 없으며， 각 

어떠한 경우는 지역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우나 지방에 따라 도지사가 침정한다. 

결정하는 정우도 있디 영국의 경우외 간 

이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한 공청회 절차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부처간의 이진 조정 방안: 

얀본의 동성-산엽성은 환경션사렐 완효하기 선에， 선 우1 개 반조 정 선 의 회 감 강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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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칭과의 조정， 관련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는 행정부처의 지원을 구하기 위한 정부 내부 협조기구인 CIINB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NRC가 부처간 조정을 위하여， EIS초안을 작성하여 EPA를 비롯한 기 

타 관련기관에 겸토할 7] 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청회 

시행으로 NRC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을 섬의 조정하게 된다. 공청회 전에 

부처간 이견 조정윤 위하여 부처간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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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행정절차법 
(제 정 : 96.12.31 법 률 제5241호) 

제 1 장 총칙 

제 l 절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 

제 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 

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조 (정의) 

이 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 

블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7.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R.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열정한 행정목적플 션 
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꽉 지고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 정 작용을 말한다. 

9.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 

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10.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묶 직짐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넬리 수럼하는 

절차콸 말한다. 

12.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등이 의 

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φ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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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섬사청구， 해난심판， 조세심판， 특허섬판，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법 
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 조정， 중 

재， 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 

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저]4조 (신의성실 및 선뢰보호) 

(i)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설히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플에게 받아 들 
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붉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i]5조 (투명성) 

행정칭이 행하판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냉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감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딩해 행정청에 대하 

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뜩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 (관할) 

CD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섣플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 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굽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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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청긴-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블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응원) 

@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 장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콘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응원을 요청 받는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l.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륜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 
」 커 。

τ- /01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음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 

한 이유가 있판 경우-

(;U 행정응윈은 당해 직무꽉 직전 응원할 수 있는 행정성에 요칭하여야 한디 

(4) 행정응원플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윤 거부하는 정우에는 그 사유쉴 응웬요청한 

행정 칭에 폼지하여야 한c] .. 

/마 행정응윈윤 위하여 파낀된 직원은 응원욱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꼭윤 띤는디 

디민， 당해 직원의 복푸에 관하여 다픔 법령등에 꽉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의한디 

(ω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윈플 요청한 행정칭이 부탐하며， 二l 부딘급액 및 

부탐방법은 응원윤 요칭한 행정청과 응원블 행하는 행정장이 협의하여 결정힌다. 

자1 ;) 젤 딩-사지쉰-

저19조(딩-사지등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펠 수 있다. 

1. 지-연인 

2. 법인 또는 볍인 아닌 사단이나 재딘.c이하 ”법인등”이과 한다) 

3. 기따 다른 멤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펠 수 있는 자 

재 10조(지위의 승계) 

cn 당사자등이 사망하였뷰 띠l 의 상속인고1- 다픈 법령강-에 의하여 딩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플 승세한 지쓴 딩사자능의 ^1 위핀 승 111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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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할 때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후 새로 설 

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 

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저11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 

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 

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었다. 

제 11조(대표자) 

@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 

정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 

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 

당한 기간내에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줍 것욕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사자등이 대표자의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단 행정청이 직접 선정한 수 있 

다. 

생 당사자뜯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디. 

@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욕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휠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룹 끝맺쓴 행위에 있어서는 딩사자등의 콩의판 

얀어야 한1- c]-. 

(~) 대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 ^l 팍 -냥하에서낀 행정젤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f-ì)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숭 l 언에 대한 행정칭의 행위는 모든 덩사자등에 

게 효략이 있다. 다민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가l 행하여야 그 효략이 있다. 

제 12조(대리인) 

에 당사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흘 대 21 인으보 선엮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1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륜 받은 자 

5. 볍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펠 수 있는 자 

(2) 제 11조제3항.저14항 및 재6항의 규정은 대리언의 정우에 이륜 준용한다. 

제 13조(대표자， 대리인의 동지) 

딩사지등이 대표자 또판 대리인윤 선정하가나 선?!한 띠}에깐 ;.'-]처l 없이 그 사섣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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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에 동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또한 

갇다. 

제 4 절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 

제 14조(송달의 방볍) 

CD 송탈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대표지- 또는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등으로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신속을 요하는 등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전신， 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로부터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송탈받을 자의 주소등을 폼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단이 볼가능한 경우 
(마 행정칭은 송칠-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굉 또단 l딩칭， 발송방법 

송연원열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디. 

t:tl 님L 
^프 

에) 컴퓨터등 새로운 정보통선기술플 응용한 송달의 망법에 관하여는 펠요한 경우 

디}동렁령으로 정한다. 

세 15조(송담의 효력받생) 

m 송단은 다른 법령등에 득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단- 제외하고는 송단받음 자에게 

도단됨으로써 그 효력이 반생하다. 

(2) 세 14 3'::제 4헝-의 경우에는 다끈 볍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룹 제외하고는 

공고힐부터 14엘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디-만， 낀콰히 시행하여야 할 

꽉벨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기를 단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 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CD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달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정이 그 우편이나 동 

선에 소요되는 임수뜰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세 2 장 

서1 1 선 

처분 

_，~，-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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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17조 (처분의 신청) 

@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 

에 득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라하지 아니하다. 

ø 행정청은 신청에 펼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기타 펄요한 사항을 게시 
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펼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잇 행정청은 선청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륜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에) 행정청은 신청언의 편의를 위하여 디-른 행정청에 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디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선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7) 선칭인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선청의 내용플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디-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선청의 성잔상 보완， 변 

강 또는 취하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디. 

새 lH조 (다수의 행정 청이 판여하는 처분) 

행정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윤 구하는 선칭플 접수한 경우에는 펀치l 행 

정 성과의 선속힌- 협조붉 동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꽉 하여야 한다. 

제 19조 (처리기간의 설정， 공포) 

cl) 행정청은 선정인의 편의플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윤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 

표하여야 후1- c1-. 

(2)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디 

체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뉴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찌 지H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임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묘 정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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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공포) 

@ 행정청은 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 

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딩-해 처분의 성칠상 현저히 곤 

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 

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CD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l 처분하고자 하눈 원인이 되는 사섣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플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깐 정우 

의 차리방법 

5. 의친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1. 의견제출기한 

7. 지 E1 편요한 사헝-

(:2) 행정청은 칭문윤 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분이 시작되는 난부터 10인션까지 

세 1 항 각호의 사항플 당사자등에게 동지하여야 한디 이 경우 제 1 항저14호 내지 제() 

호의 사항븐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인사 렛 장소， 청문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팔요한 사헝-으포 션-유한디 

엔) 제 1 항저16호에 의한 71 한은 의견제출에 펠요한 상당한 기간플 고려하여야 한다. 

@ 디-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동지를 아니할 수 있 

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룹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판 경우 

2. I섭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멤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뀐→석 

으로 증명된 때 

:1. 딩-해 처분의 성칠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볼필요하디-고 인정원 

만한 싱-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저122~ε (의 견청 취 ) 

co 행정청이 처분블 함에 있어서 디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은 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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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디-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펠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 
정하는 경우 

C까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플 함에 있어서 제 1 

항 또는 저1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l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청문 ·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처분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 ·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세출 받은 서류 기타 물건욕 반환하여야 한디.[[시행힐 

97.12.31]]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l) 행정청은 처분플 하는 때에는 다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뜰 제외하고는 당 

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블 제시하여야 한다. 

1. 선청내용플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륜 명백히 엘- 수 
이느 거으 
λλ \__ 0 

3. 낀 ~J윤 요하는 경우 

C~) 행정청은 제 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칭하는 경우에는 그 

끈거와 이유륜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분의 방식) 

CD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에는 다른 볍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디·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

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강) 처분을 하는 분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괴- 전화번호를 기 

자l 하여야 한다. 

새25조 (처분의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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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할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 

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2 절 의견제출 및 정문 

제27조 (의견제출) 

CD 당사자 동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은 제 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 

거지료 등을 첨부할 수 있디 

C1:l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구숨로 의견제월플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숨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꽉하여야 한디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으l 낀제출플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분다. 

(밍 행정청은 처분은 함에 있어서 딩-사지 등이 제월-한 의찬음 성섣히 고려하여야 한 

디'. [[ 시 행 띤 97.12.31]] 

저12R조 (청분주재자) 

(1) 장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윈 또는 대등굉평이 정하는 자격윤 가진 자풍에서 선정 

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칭은 칭문주새지-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푸어지도꽉 }l二막하 

여야 한다. 

(2)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부륜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지i]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봉령령이 정하는 지-증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1 티- 디-른 1겁륨에 의한 벨착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웬으띄 본디. 

제29조 (청문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Q) 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l에 해딩하는 경우에는 청분음 주재할 수 없다. 

1. 자선이 딩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 에 해딩-하는 친족관계 

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선이 당해 처분과 관런하여 증언이나 감정플 한 경우 

:1 , 지-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가나 판여하였던 경우 

(2) 장분주재지에게 공정한 칭문진행퓨 떤- 수 없는 사정이 였는 경우- 당사지-등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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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플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 

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제없이 교처l하여야 한다. 

@ 청문주재자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펠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블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청문의 진행) 

CD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다. 

쩌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욕 판석하여 진슛한 것으토 본디 

(4)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선속한 진행과 젤서유지룹 위하며 편요한 조치를 할 수 있 

t:]-

(S)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눈 당사자등에게 디-유 청문회 열시 및 장소 

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칭문인에 

구숨로 통지할 수 있다. 

저1:)2조 (청문의 병합， 분리) 

행정청은 직판 또는 당사자의 선침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판 벙협하거나 분-El 하。1 

강문플 실시힘，- 수 있다. 

제:13조 (증거조사) 

CD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릅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 
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L 문서， 장부， 물건 등에 대한 질문 

2_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_ 검증 또는 감정， 평가 

4. 기타 필요한 조사 

씨 칭문주재자는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세출 또는 의견의 진술블 요구할 수 였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븐 직무수행상 특별 

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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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조 (청문조서) 

CD 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복 

2. 청문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병 또는 명칭 및 출적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Ö.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시-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칭문주재자의 의견 

9. 기타 필요한 사항 

ø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플 요구할 수 있다. 

제 :15조 (청문의 종결) 

(4) :J<d 푼주재지는 딩-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 

푸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윤 마칠 수 있디 

찌 칭문주재자는 당사자둥의 전부 또는 열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임에 출석하 

시 아니하거나 지]31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델 지l 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판에 개 디-시 의견진숨 및 증가제출의 기회륜 주지 아니하고 청문블 마칠 수 있다. 

(-ì) 침분주재지-깐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엘부가 정당한 사유로 언하여 청문/']임에 

팍석하지 못하까나 제31~슨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륜 제출하지 못힐- 강우에판 

싱-녕-한 기간괄 정하여 이단에게 의견진숨 및 긍가제룹욱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간이 경괴-한 때에 청문욕 마첸 수 있다 

(7) 칭분주새자는 칭문픈 마친 때에는 지처l 없이 칭문조서 가티- 관련서류등윤 행정침 

에 세월히-여야 한다. 

，~) 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쓸받은 청문조서 기티 펀-계서류등음 충분히 

깎도하고 상당힌 이유가 있디-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판 힘-이l 있어서 정문결과룹 

끽꽉 반영하여야 한다 

셰 ;~ö조 (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분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힐

편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칭문조서등 

욕 되불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저];1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만유지) 

\I) 당사자등은 칭문의 풍지가 있는 청문이 끝난 띠}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 

161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cz) 행정청은 처111항의 열람 또는 또는 복사를 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잔소 

륜 지정할 수 있디 

잉 행정청은 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또는 복사를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 

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섣 공정회 

저1:18조 (공 청 회 의 개 최 ) 

CD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플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 공보 또는 일간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l상법으로 년리 알려야 한다. 

1. 세꼭 

~. 인시 떳 상스 

3. 주요내용-

4. 반표지-에 관한 사항 

5 반표선칭 빙멤 및 선칭기한 
(). 71 더- 펠요한 사항 

(2) 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띨 수 있도팍 하여야 한다. [[시행 

인 97.12.31]] 

셰:~9조 (공장회의 진행) 

(~) 공칭회의 주재자는 대풍령령이 정하는 지-격을 가진 자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 

는 위촉하는 지-로 한다 

언) 발표자판 공청회의 내용과 직집 판런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7) 꽁창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 

음 위하여 받표내용음 제한할 수 있고， 짖서유지를 위하여 편요한 조치를 할 수 있 

c] .. 

씨) 공정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반표지- 상호긴-에 젤의 및 닭변 

판 한 수 았도끽- 하여야 하며 lc앙청인에게도 의견퓨 서l 시한 71 회꽉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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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Ð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 하논 경 우에 는 이 를 반영 하여 야 한다. [[시 행 일 97.1 2.31]] 

제 3 장 선고 

저1]40조 (선고) 

αJ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선고에 펀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폭 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탈된 때에 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2. 펠요한 구비서류가 침부되어 있을 것 

;1. 기 E]'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ω 행정청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고서가 져l 촬된 경우 지처l 없이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디 

(4) 행정청은 선고인이 저]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첼 멍시하여 딩해 선고서를 되돌펴 보내야 한디 

1<1] 4 장 행정싱- 입법예고 

새41 죠 (행정싱 입법예고) 

'~1~1 균 R’!의 권리， 의푸 또는 열싱-생환고1. 덴접한 관떤이 있판 l겁령등은 자l 정， 개정 또 

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덩-해 입법안닫 마던한 행정정은 이 

쉰 예고하여야 힌다. 

(깅 행정청은 입법이 긴급플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섣 또는 기티- 사유펴 예고 

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디-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욕 위한 

정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룹 아니할 

수 있디 

(:-1)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 

- 함이 적딩-하디-고 판단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볍예고륜 권고하거나 

끽접 예고할 수 있다. 

(4) 입 l칩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펠요한 사항은 대풍령령으로 정한다. 

자142조 (예고방법) 

J)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윤 관보， 공보나 신문， 벙-송， 캠퓨터 
상선 등의 1잉법으로 년리 공고하여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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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눈 단체등에 대하여 예고사 

항플 콩지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저11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디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φ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기타 펼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 

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CP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득벨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틀 통지하여야 한 

다. 

r미 제뀔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동지에 관하여는 대동평랭으코 정한다. 

시]4:1조 (공칭회) 

、 n 행정칭븐 엽 l업안에 펜하-여 공정회릅 개최할 수 있다. 

~2) 공정회에 관하여는 시]:)8조 및 저，]39조의 규정윤 준용한디'. [[시행임 ~)7.12.:)1 ]] 

자1 ;) 장 행정예고 

세46 .:cε (행정예고) 

(l) 행정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힌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 

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디 다민 예고로 인하여 공공 

의 안전 또는 -놔리콸 현저히 해힐- 우려가 있거나 가더- 예고하기 끈란한 득벨힌-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히-지 아니할 수 있다. 

L 국민생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헝-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티 년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2) 제 1 헝-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볍 

예고쿄 이꽉 싼유할 수 있디 

~:-n 행정 óll 고/]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플 고려하여 정하되， 꽉벨한 사정이 없단 한 

- 164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7조 (준용) 

행정예고의 l앙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 저144조제 1 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플 준용한다. 

제 6 장 행정지도 

저148조 (행정지도의 원칙) 

@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블 이유로 

볼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저149조 (행정지도의 방식) 

(1) 행정지도플 행하는 자는 그 상대망에게 딩-해 행정지도의 춰지， 내용 렛 선분윤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 1 항의 사헝-욕 71 새한 서변의 

쿄부렐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뜰 행하는 지-는 직무수행에 꽉벨한 ;/，.1 장이 

없는 한 이륜 교부하여야 한다. 

λl] SO조 (의 진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빙-은 딩해 행정지도의 l잉-식， 내용- 늪에 관하。1 행정기관에 의 신세 

f춘플 힌- 수 있다. 

A-l] Sl조 (디수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은 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꽉 하고지 

하는 때에는 득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동적인 내용이 되는 사헝-유 공표 

하여야 한다. 

세 7 장 보칙 

제S2조 (비 용의 부담) 

행정젤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칭이 부담한다. 다민， 당사자등이 자기힘 위하야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S3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 행정 청은 행정젤차의 낀행에 편요한 잔고인， 깐정인 등-에게 예산의 밖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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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u] 와 일딩-블 지급할 수 있다. 

낌) 제 1 항에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협조요청등) 

총무처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 펠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지-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디.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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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룩 2-2 행정절차법시행령 
(제정: 97.12.15 대통령령 제 15540호) 

저11 1 장 목적 핏 작용범위 

저11조 (꽉적) 

이 영은 행정절차볍(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자l 외) 

법 재3조저12헝저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단 사땅플 말한다 

1. 병영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벙-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정집， 소 

집， 꽁윈， 훈런에 관한 사헝-

2. 외악인의 룹입국， 닌-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윈 인사관계법렁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블 복적으보 법령에 의한 알선， 조정， 중새， 새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 

향 

5 조새까겨l 멤평에 의한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 꽉산규서l 맛판장가래에 ~l. 한!섭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걱’).한 l섬판 약4’).의규제에관한 

민 샅이l 악하。1 .삼성가리l 위뭔회의 의깐， 깐정윤 가~] 생하는 사항 

7 든If 가 u)j 싱 IJ! , 또 지 수 성.，섬 에 의 힌. All 결 , 갤 정 에 관 한 사행-
K. 학 Jl[ ， 션수원 등에서 Jll 육， 훈련의 꽉적플 단성하끼 워하여 학생， 떤구생 。“ • d 

t 
• 

。

대상으쿄 행하는 사항 

9. 사란의 학석， 기늪에 판한 시험， 감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더-적정재수역에서의외국인어법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륜에 의하여 

행하는 λ사}헝 

11. !꽉F 승허]1섭’ 션용-선언 t겁， 의장 l섬， 상표법에 의한 사정， 겸정， 섬씌 기더- 처분에 관-한 

사랭 

",,1] 2 장 딩-사지-등 

저];1조 (이해판계인의 찬여) 

m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지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 
이유륜 기재한 서떤으로 참여룹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청븐 제 1 헝-의 규정에 의한 선청블 받을 때에는 지처l 없이 찬여여부펀 결정 

하‘까 선쟁언이l 거l 동시하여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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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조 (지위승계의 승인 선청 및 통지) 

@ 법 제 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플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 

정청에 서면으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ø 행정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띠l 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 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15조 (대표자에 의 한 행 정 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 11조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끔맺고자 하는 경우 

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저11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 등) 

CD 법 제 12조저1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지- 하는 당사 

지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에게 서변으로 선임허가름 선청하여야 한디. 

(2) ^-l15조의 규정은 대리언이 행정첼차첼 끝맺고지- 하는 경우에 이플 준용한디 

제7조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법 셔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지- 또는 대리인의 선정， 션임， 변경， 해임통지는 서떤 

으로 하여야 한다. 

시1 ~) 장 송단 

서1~조 (송단) 

"] \ 행정 칭은 송단받-플 지 가 판의한 경우에 1섭 7;1] 14조서](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겪퓨 

터동선으로 송달할 수 있디 이 경우 송단의 빙-냄은 송단받플 자의 의견윤 반영하 

σl 행정청이 정한디-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한 문서의 승슈와 범위는 행정청이 정한디. 

C:-D 법 제 14~ε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 또는 선화나 7;1]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퓨터통신으로 송달받은 자는 행정청에 문서의 우송 또논 교부콸 요구할 수 있디 

이 경우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처푼 

제9조 (접수증) 

법 제 17조저13항 단서에서 ”대동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힘은 다유 각-호의 1에 해당 

하깐 선청의 경우륜 말한디. 

1. 구숨， 잔화， 우편， 첸선， 모사선송， 겪퓨더똥선에 의한 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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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신청 

제 10조 (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 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 

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였다. 

제 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 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 

의 l에 해당하는 기간를 발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 

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 경유，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의 이 

송에 소요되는 기긴-

3. 법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섣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접차를 거치기 위하여 

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부
 
’ 

(ì. 총리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플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서112조 (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i겹 "'ìÌ 20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줍윤 딩사지-등이 힐--기 쉽도꽉 편람 

욕 1긴블어 비치하거나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세 u조 (사선동지의 예외 사유) 

’갑 자12Uξ 제 4헝-저13호에서 ”딩-해 처분의 성칠상 의간칭춰가 현서히 곤란하거나 명백 

히 셀-편요하디고 인정멸 민-한 싱-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힘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뜰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의진정취의 기회를 줍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열-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릅 유발하는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볍령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 

인 빙-볍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한 때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섣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 

에 띠돈 의견청취가 불펄요하디-고 판단되는 경우 

4. 외놔에서 행하여지는 내국인(단체 등윤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의견청 

취익 산차델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 등플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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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행정 

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제 14조 (전술의견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 

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청문 및 공청회 

제 15조 (청문주재자) 

법 제28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당해 청문의 사안 

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 

다. 

제 16조 (청문의 공개) 

CD 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문주재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조 (의견서 제출) 

l칩 제 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볍 

제 :15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볍 제35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 

출된 것에 한한다. 

제 18조 (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변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9조 (청문조서의 열람 등) 

CD 청문주재자는 미리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 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ø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를 한 경우 그 사실관 
계륜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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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서의 열람 등) 

@ 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 

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펼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 

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임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 

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 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조저1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조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행정청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틀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청회의 주재자) 

법 제 39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논 자를 말한다. 

l. 당해 공청회의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에 있는 공무윈 

2. 당해 공청회의 사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었고 콩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지 

제 6 장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저123조 (행정상 엽볍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 

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플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주요내용， 주관행정기관과 딩-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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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보칙 

제26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 감정인 등이 공 

무원이 아난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윌봉급액을 일활계신

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 감정언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별 

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 감정인 등이 공무원이 아넌 경우에는 국내여비규 

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l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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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환경영향평가볍 

제정 93. 6.11 법률저114567호 

얼부개정 97. 3. 7 법률저15302호 

일부개정 97 .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 

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 

한법률) 

제9조 (주민의 의견수렴) 

CD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 
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 

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사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블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 

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갱 저1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 · 젤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팔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3 



부록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93.12.11 

일부개정 94. 5. 4 

일부개정 94.12.23 

일부개정 95. 4.28 

열부개정 95.10.19 

일부개정 97. 9. 8 

일부개정 97.12.31 

정령) 

대통령 령제 14018호 

대통령령제 14255호(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대 통 령 령 제 14450호(환경 부와그소속 기 관직 제 ) 

대통령령제 14637호 

대통령 령제 14794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 령 제 15475호 

대 통 령 령 제 15598호( 행 정 절 차법 의 시 행 에 따른관 세 법 시 행 령 등의 개 

제4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 · 공람등) 

@ 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윤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5.4. 94.12.23, 95.4.28, 97.9.8> 

1. 환경부장관 

2. 법 저1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디 이하 갇다l. 다만， 사엽지역 

이 2이상의 시 · 군 ·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암지역의 면작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블 만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외의 시장 · 꾼수 · 구청장으쿄 

서 법 저1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븐 까한하는 시장 · 군수 · 구 

청장 

4. 1엽 제 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가까”이라 한다)의 장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 l잉-한깅 4’ 1. 리칭상(인천지땅환경관리 

청장을 저l 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랴 한다)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 · 굉역시장 또늑 도지사(이하 ” 

시 • 도지사”라 한다l. 다만， 시 · 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엄계획 

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주관 시장 ·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 · 공람기간 · 공람장소 등플 1개이상의 중 

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플 50일플 초괴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30일 이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 등에게 공람 

하여야 한다. 다만， 볍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꽉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서초안내용의 전부 또는 얼부를 공고 및 공란하지 아니한 수 였다 이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정장유 그 사설플 힌정부장관에개 등보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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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23, 95.4.28, 97.9.8> 

l. 군사상의 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잉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 l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 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 

콕 하여야 한다. 

(4)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공청회개최여부 

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cü 제4조제 1항제 1호 · 저11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 

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 

간만료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딩-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환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여부에 판한 의 

낀플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 띤은 관

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블 공란기간만료후 10인 이내에 주관시장 · 군수 

구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 

」’l ;상칭회개최여부를 공람기간만료후 14일 이내에 사엄지-에게 냥지하여야 한디 이 

상우주판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핑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I매에는 

그 의전윤 함께 통지할 수 있다. 

λllG조 (섣명회의 개최등) 

끼 사업지-가 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낀플 수렴하기 위한 설병회픔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엽개요 · 설멍회일시 및 장소 등을 설멍회개최예정일 7 

얀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 

1아， 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내에 설명회를 개 

최하여야 한다.<개정 95.4.28> 

(2)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개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 · 군수 · 구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 

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 

고파 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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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청회의 개최등) 

φ 법 제9조제 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l. 제5조저u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펠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 

인 이상인 때 

2. 제5조저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펠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 

인 이상 30인 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 저115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제 1항 각호 

의 1 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 공청회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 

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 

리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4.28> 

0)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정회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공숨선청서를 사엄자 또는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숨선청서를 접수한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플 사업자에게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 사염자쓴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펀 선침서의 공술내용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플 잊휠-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 

도꽉 대표자플 선정하여 의견을 진숨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진윤 진윤하가l 하여야 한디 

(;.>) 사염자는 공청회 종 j초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깐 lil.애 따라 공청회개최결 

」’1 꽉 수까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 · 군수 "'ι 칩장에게 똥지하 

여 야 한~Cl'. < 개 정 94.12.23> 

이9 사엄자는 져11 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 

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음 꽉넓게 수템할 펠요가 있는 경 

우에는 법 제9조저1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판 저14조저12헝-의 규정에 의한 공 

닦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혐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공청회는 볍 제9조저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 

맹.1캡 렛 절차 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95.4.28> 

서1H조 (평가서의 내용등) 

CD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 

견괴- 세7조저1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힌경영향평가겸과플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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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판한 계획 

@ 제 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펼요한 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헝: 

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비-에 따른다.<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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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원자력법 

전문개정 82. 4. 1 법률제3549호 

일부개 정 86. 5.12 법 률제3850호 

일부개정 93.3.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볍) 

일부개정 95. l. 5 법률제4940호 

엘부개 정 96.12.30 법 률제5233호 

열부개정 97.12.13 볍률저11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 11조 (건설허가) 

CD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따 
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힐- 때에는 이플 선고 

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설계 ·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든 

서류를 첨부하여 괴-학기숭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디 .. <개정 95.1 .5, 96.12.30> 
(:.l) 괴-학기술처장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컨설허가 

선청 전에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윤 선청하는 경우에는 이렐 겪토한 후 승인할 수 

있디. 

여) 저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블 얻유 자뉴 총리령이 정하는 밖위 안 

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개정 95. l.5> 
(미 J.113헝-의 부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선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부지 조사보고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괴-학기순처장관에게 제뭘 

하여야 한다.<개정 95.1 .5, 96 .12.30> 
((1) 저12형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보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선청을 받븐 과학 

가숨처장관이 딸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혐 

의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95. l.5, 96.12.30> 

제 104조의 5 (주민의 의견수렴) 

α) 발전용뭔자로 설치자는 제 11조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플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 

거나 공정회 등을 개최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 

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동령렁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 

에간 공칭회 등윤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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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 
다. 

@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 · 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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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원자력법시행령 

제정 82. 9.30 대 통 령 령 제 10927호 

일부개정 89. 6.16 대통령령제 12729호 

일부개정 90. 3.31 대통령령제 12963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 90. 3.31 대통령령제 12964호(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일부개정 93.3.6 대통령령제 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3.10.18 대통령 령 제 13992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 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10.19 대통령 령제 14797호 

일부개정 97.5.9 대통령령제15371호 

일부개정 97. 7.10 대통령령제 15434호 

얼부개정 97.12.31 대 통령 령 제 15598호( 행 정 절차법 의 시 행 에 따른관세 법 시 행 

령등의개정령) 

제332조의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등) 

@ 법 제 10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빙-사선영향의 예측 

4. 시설의 건설 및 운영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5.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선설 97.7.10] 

제332조의 3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 · 공람등) 

@ 사업자는 법 제 104조의5제 1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고자 하는 때에는 제3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처장관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 

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띤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으로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4.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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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관시장 ·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 

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 · 공람기간 · 공람장소 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30일 이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계시장 ·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 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계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여 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본 

조신설 97.7.10] 

제332조의 4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동) 

m 저1332조의3저u항제 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주민은 공 

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계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의 의견(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 받은 관계시장 · 군수 · 구청 

장은 이콜 공람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C2J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공람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사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 견을 함께 통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7.10] 

저1~~32조의 5 (공청회의 개최등) 

@ 법 제 104조의5제 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332조의4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 

이 30인 이상인 때 

2. 저11332조의4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 

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 

분의 50이상인 때 

장) 제3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제 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엽자는 사엽개요， 공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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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공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술신청서를 접수한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된 신청서의 공술내용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일팔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 

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개최 

결과를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계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 1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 

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 104조의5제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332조의3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 104조의5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 

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둥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 

한다. [본조선 설 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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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부
 

2-7 원자력법시행규칙 

제정 83. 4.13 총리령제275호 

일부개정 88.1 l. 7 총리령제341호 

일부개정 90. l. 4 총리령제356호 

일부개 정 93. 5.31 총리 령 제421호 

일부개정 93.10.18 총리령제434호 

일부개정 96.4.2 총리령제567호 

일부개정 97. 6.10 총리령제642호 

일부개 정 97. 9.12 총리 령 제652호 

제2조 (건설허가의 신청) 

@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 

다)의 건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용목적 

3. 원자로의 종류 · 열출력 · 기수 · 제작국명 · 제작자 및 제작연도 

4.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원자로시설의 공사계획 
6.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 연간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 

획 

7.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 

8. 원자로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액 및 그 조달계획 

@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90.1 .4, 96.4.2, 97.9.12>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6. 설계 ·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C~ 저12항의 첨부서류중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15부를， 

그 외의 첨부서류는 각각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4.2> 
@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 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CD 자12조제2항제4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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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 정 97.9.12>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3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의견 

6. 영 제332조의 5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제2조제2항제5호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반적 사항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 

3. 원자로시설의 구조 · 부품 · 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원자로에 관한 사항 

5. 원자로 냉각계통에 관한 사항 

6.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에 관한 사항 

9. 보조계통에 관한 사항 
10. 증기 및 발전계통에 관한 사항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방사선방호에 관한 사항 
13.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4. 초기시험에 관한 사항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숨지침에 관한 사항 

3 저12조저i1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품질보량의 관리를 위한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 · 절차서 및 도면 

6. 서류관리 

7. 구매자재 · 기기 및 용역의 관리 

8. 자재 · 부품 및 기기의 식별 

9. 특수작업의 관리 

10.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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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 급 · 저 장 및 운송 

14. 검사 · 시험 및 운전상태 

15. 부적합한 자재 · 부품 및 기기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 원자로시설의 건셜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제2조제2항제4호의 방사 

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이미 이를 제 

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부 

지사전승인신청시에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당해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7.9.12> 

@ 제2항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적인 차이가 있어 당해 원자로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하거나 당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준하는 서류를 대선 제출할 수 

있다. 

@ 제2항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 

간공학설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l. 제어실 

2. 안전인자표시장치 
3. 원격정지제어설 [전문개정 96.4.2] 

제 114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열람부 등의 비치) 

영 제 332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방사선환경영 

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75호 서식의 망사선환경영 

향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76호 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 

r:1 .. [본조신설 97.9.12] 

제 114조의 2 (공술신청서 등) 

영 저i1332조의5제3항 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술신칭서 및 공청회개최결과통 

지서는 각각 별지 제77호 서식 및 별지 제78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선설 97.9.1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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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Section 189 of AEA, 42 U.S.C. 2239 

원자력조례 189절 (42 U.S.C. 2239) 

Hearings and Judicial Review 
공청회 및 사법적 검토 

(a)(l)(A) ln any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for the granting, suspending, 

revoking, or amending of any license or construction permit, or application to 

transfer control, and in any proceeding for the issuance or modific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the activities of licenses, and in any proceeding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 award or royalties under sections 2183, 2187, 

2236(c) or 2238 of this title, the Commission sha11 grant a hearing upon the 

request of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and 

sha11 admit any such person as a party to such proceeding. The Commission 

sha11 hold a hearing after 30 days' notice and publication once in the Federal 

Register, on each application under section 2133 or 2134(a) of this title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a facility, and on any application under section 2134Cc) of 

this title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a testing facility. In cases where 5U미1 a 

construction permit has been issued following the holding of such a hearing, the 

Commission may, in the absence of a request therefore by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issue an operating license or an amendment to a 

construction permit or an amendment to an operating license without a hearing , 

but upon thirty days' notice and publication once in the Federal Register of its 

intent to do so. The Commission may dispense with such thirty days' notice 

and publication with respect to any application for an amendment to a 

construction permit or an amendment to an operating license upon a 

determination by the Commission that the amendment involves no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a)( l) (A) 본 장에 의한 모든 면허(Iicense) 또는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의 

승인， 보류， 취소， 개정， 또는 통제이전에 대한 신청에 대한 처분， 면허의 활동범위 

를 취급하는 법규의 발부 또는 개정에 관한 처분， 42 U.S.c. ~ 2183, 2187, 2236Cc) 

또는 2238에 의한 변상， 포상， 사용료 지급에 관한 처분에서， NRC는 처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이 요청한 공청회를 승인해야 하고， 그러한 그 개인 

을 해당 처분에서 이해당사자로 승인해야 한다. NRC는 42 U.S.c. ~ 2133 이나 

2134(a)에 따른 각 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그리고 2134Cc)에 따른 시험시설(testing 

facility)의 건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30일 전에 공청회 개최름 동고해야 하고，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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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보에 한번은 공포해야 한다. 공청회 과정을 통하여 건설허가를 발부한 경우， 

NRC는 해당 시설의 건설허가 개정안，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 개정안을， 이해당사자 

에 의한 공청회 요청이 없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않고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30 

일내에 이 사실을 통고하고， 연방관보에 한번은 공포하여야 한다. NRC는 섬각한 위 

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허가 개정안 또는 운전면허 개정안 신청에 

대하여 이러한 30일간의 통고 및 공포를 특면할 수 있다. 

(B)(i) No less than 100 days before the date scheduled for initial loading of fuel 

into a plant by a licensee that has been issued a combined construction perrnit 

and operating license under section 2235Cb) of this title, the Commission sha11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of intended operation. That notice sha11 

provide that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affected by 0많ration of the plant, 

may within 60 days request the Commission to hold a hearing on whether the 

facility has constructed complies, or on completion wi11 comply, with the 

acceptance criteria of the license. 

(BlC i) 42 U.S.C. ~ 2235Cb)에 따라서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를 받은 허가취득자가 

최초로 연료장전을 예정한 경우， NRC는 100일전에 연방관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이 통고를 통하여， 처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60일 이내에 

건설된 시설이 인허가의 허용기준에 따라서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공청회 개최 

룹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i) A request for hearing under clause (i) sha11 show, prima facie, that one or 

more of the acceptance criteria in the combined license have not been, or wi11 

not be met, and the specific operational consequences of nonconforrnance that 

would be contrary to providing reasonable assurance of adequate protection of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Gi) 조항(i)에 따라 공청회를 요청하는 경우， 복합면허에서 명확히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또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그 

리고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방호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데 상반되는 

부적합한 구체적인 운전 결과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iiD After recelvmg a request for a hearing under clause (i), the Commission 

expeditiously sha11 either deny or grant the request. If the request is granted, 

the Commission sha11 deterrnine, after considering petitioners' prima facie 

showing and any answers thereto, whether during a period of interim operation, 

there will be reasonable assurance of adequate protection of the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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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fety. If the Commission deterrnines that there is such reasonable 

assurance, it shall allow operation during an interim period under the combined 

license. 

(iii) 조항(i)에 따라서 공청회 요청을 접수한 후， NRC는 신속하게 그 요청을 승인하 

거나 거부해야 한다.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NRC는 원고들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 

및 답변들을 검토한 후， 엄시운전 기간동안에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방호가 합리적으로 보장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RC가 합리적으로 보장된 

다고 결정하면， 복합면허에 따른 임시기간 동안 운전을 허용한다. 

(iv) The Commission, in its discretion, shall determine appropriate hearing 

procedures, whether informal or forrnal adjudicatory, for any hearing under 

clause (i), and shall state its reasons thereto. 

(iv) NRC는 조항(i)에 따른 공청회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으로， 비공식 혹은 공식적 

인 사법적 절차이던 간에， 적절한 공청회 절차를 결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v) The Commission sha11,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render a decision on 

issues raised by the hearing request within 180 days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provided by clause (i) or the anticipated date for initial loading of fuel 

into lhe reactor, whichever is later. Commencement of operation under a 

combined license is not subject to subparagraph (A l. 

(v) NRC는， 가능한 최장으로， 조항(i)에 의한 통고 또는 원자로에의 최초 연료장전 

예상얼 중 나중의 날짜 180일 이내로， 공청회 요청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 

을 내려야 한다. 복합면허에 따른 운전의 개시는 세부단락 (A)가 해당되지 않는다. 

(2)(A) The Commission may issue and make immediately effective any 

amendment to an operating license or any amendment to a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 upon a determination by the Commission that 

such amendment involves no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the pendency before the Commission of a request for a hearing from any 

person. Such amendment may be issued and made immediately effective in 

advance of the holding and completion of any required hearing. In determining 

under this section whether such amendment involves no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the Com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State in which the facility 
involved is located. In a11 other respects such amendment shall me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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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of this chapter. 

(2)(A) NRC는 어떤 개인의 공청회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위험을 일으 

키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고，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즉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및 완료 전에 그 개정안 

을 승인하고 즉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본 절에 따라서， 개정안이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때， NRC는 관련시설이 위치한 주정부와 협의해야 한 

다. 다른 모든 점에서 개정안은 본 장의 요건틀을 만족해야 한다. 

(B) The Commission sha11 periodica11y (but not less frequen t1y than once every 

thirty days) publish notice of any amendments issued, or proposed to be issued, 

as provided in subparagraph (A). Each such notice sha11 inc1ude a11 amendments 

issued, or proposed to be issued, since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last such 

periodic notice. Such notice sha11, with respect to each amendment or proposed 

amendment (i) identify the facility involved; and Gi) provide the brief description 

of such amendment.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delay the 

effective date of any amendment. 

(B) NRC는- 정기적으로(적어도 30일에 한번) 발부된 개정안 또는 발부가 계획된 개 

정안을 세부단락(A)에 제시된 대로 통고해야 한다. 이러한 통고에는 최근 정기 통 

고 공포일 이후에 발부된 또는 발부가 계획된 모든 개정안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동고는， 개정되거나 개정하기로 제안된 각 사항들에 관하여， (i) 관련시설을 명시해 

야 하고(ji) 개정한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해야 한다. 본 세부 절은 개정안의 유효 

임 연기의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C) The Commission shall, during the ninety day period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is paragraph, promulgate regulations establishing (i)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any amendment to an operating license or any amendment 

to a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 involves no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ii) criteria for providing or, in emergency situations, dispensing 

with prior notice and reasonable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on any such 

determination, which criteria sha11 take into account the exigency of the need for 

the amendment involved; and (iiD procedures for consultation on any such 

determination with the State in which the facility involved is located. 

(C) NRC는， 본 단락의 유효일 이후 9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립하는 규 

정들을 공표해야 한다.(i)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 개정안으로 언하여 심각한 위험 

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ii)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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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및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비상상황에서는 

그것을 특면하는 기준 (긴급 상황을 요하는 제안 개정안 명시); (iii) 관련시설이 위 
치한 주와 그러한 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한 절차 

(b) Any final order entered in any proceeding of the kind specifi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or any fina1 order allowing or prohibiting a facility to begin 

operating under a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 shall be subject 

to ju버cial review in the matter prescribed in chapter 158 of title 28, and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7 of title 5. 

(b) 본절의 (a)절에 명시된 처분에서 최종명령， 또는 시설 운전면허(복합면허 포함) 

에 따른 운전시작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최종명령은 28CFRl58 및 5CFR7의 사항 
에 따라 사법 적 검토(judicial review)를 펼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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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OF DECISIONS 

판결사례 

I. GENERALL Y 1-40 

I. 일반 1-40 

1. Rules and regulations 

The "interest" which entitles a person to a hearing is defined by the 

Commission's rules and regulations. 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6. 

1. 규칙 및 규정 

한 개인에게 hearing 자격을 주는 ”이해관계(interest)"는 NRC 규칙 및 규정에 의하 

여 정 의 된 다. 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6 

2. Generally 

This section doses not def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proceeding must be 

instituted. Porter County Chapter of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9. 

Provisions of this section requiring that public hearing be affordcd in any 

license procceding upon the request of any person whose interc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guarantees hearing to all interested parties sometime 

befor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decides whether to grant or deny license 

application, but it does not mandate that proceedings in which ultimate 
disposition of such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continue without any 

interruption or that hearing beheld before Commission orders that moratorium be 

placed upon decision making process.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9. 

2. 일 반 규칙 (Generally) 

처분을 구성 및 제정하는 조건들을 본 절에서는 정의하지 않는다 Porter County 

Chapter of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9. 

자신의 이해관계가 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청 

회 (public hearing)가 인허가 처분과정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본 절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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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NRC가 인허가 신청을 숭인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 

에게 공청회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허가 신청의 최종적인 처분을 고려하는 

처분이 어떠한 방해(interruption)도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거나 NRC전에 열리는 공 

청회 {hearing)7}- 의사결정과정의 정지 (moratorium)를 지시한다거나 하는 것을 명령 

하지는 않는다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 v. U. S. Nuclear Reg비atory 

Commission. 1979. 

3. Adjudicatory nature of proceedings 

Licensing proceeding before the Commission is an adjudication. Citizens For a 

Safe Environment v. U. S. Nuclear Reg비atory Commission, 1973. 

3. 처분의 사법적 특징 

NRC전의 인허가 처분은 사법적 판결이다. Citizens For a Safe Environment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4. Proceedings within section Generally 

Citizens groups which had filed petition pursuant to administrative regulation 

allowing public to protest nuclear power licensing decisions had no hearing 

rights, as agency ’ s disposition of petition was not "proceeding" for which 

hearing was required under the Atomic Energy Act. Eddleman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4. section내 에 서 의 처 분(Proceedings within section) 일 반 규 직 

일반대중에게 원자력 인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탄 

원신청 (petition)을 한 시민단체는 공청회 자격 (hearing rights) 이 없었다. 그것은 탄 

원에 대한 기관의 처분은 AEA에 따라 공청회가 요구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Eddleman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5. Formal proceedings 

This chapter gave state no right to hearing by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of a "Request to Institute a Proceeding and Motion to Modify, Suspend or 
Revoke Special Nuclear Material License," where no formal proceeding had 
begun for granting, suspending, revoking or amending such license. People of 
State of Ill.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9. 

5. 공식 처분 

본 chapter에서는， 인허가 승인， 보류， 취소， 개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처분이 시작 

되지 않은 경우에"특수 핵물질 인허가 개정， 보류， 취소를 위한 처분 및 발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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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요청”에 대한 공청회에 대해 NRC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다. People of State of Ill.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9. 

6. Amendments to license 

Change of racks of spent fuel bolted to floor of storage pools to free-standing 

racks created the possibility of a new or kind of accident different than any 

previously evaluated so that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could not grant 

amendment permitting the change without hearing, where power plant in 

question was located in active seismic zone and original licenses did not analyze 

the effect of an earthquake on the new rack design. 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6. 

6. 인허가 개정 

저장 푸울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사용후핵연료 용기를 고정되지 않은 독립된 용기 

로 변경한 결과， 이전에 평가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 

라서 NRC 는 공청회 없이는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없었으며， 문제의 원자력발전소 

는 활동중인 지진대에 위치하고 최초의 언허가에서는 지진 발생시 신규 용기 설계 

에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6. 

This section governing hearing requirements does not mandate hearing when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denies request that it institute license 

amendment proceeding.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공정회의 요건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본 절에서는 NRC가， 자신이 인허가 개정 

처분을 시행해야 하는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지시하지는 않는 

다.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Nuclear Regulatory Comrnission ’s determination that public interest did not 

require formal hearing on amendment of source materials license to authorize 

licensee ’ s receipt and storage of contaminated material was not abuse of 

discretion , where, in granting amendment, Commission indicated that conclusion 

was based on earlier favorable review of licensee ’ s demolition plan under 

another amendment to issuance of which city did not object, Commission had 

concluded that prior demolition work posed no threat to public health or safety 

or to environment and that subject amendment would pose no new technical or 
safety problems, and subject amendment authorized storage of material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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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ily. City of West Chicago, Ill.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인허가 개정을 승인함에 있어서 NRC가 해당 시에서 반대하지 않은 다른 인허가 

개정에 의한 허가취득자의 폭파 계획에 대한 이전의 긍정적인 검토에 기초한 결론 

임을 입증하고， 이전의 폭파 작업이 대중의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에 아무런 위협 

도 일으키지 않았고， 주요 개정으로 인해 아무런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를 일 

으키지 않으며， 물질 저장을 단지 임시로 승인하고 었다고 결론 내린 경우， 허가취 

득자가 오염 물질을 수탁， 저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핵물질 인허가 개정에 대한 공 

식적인 공청회는 공익면에서 펼요하지 않다고 NRC에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City of West Chicago, 11l.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7. Construction permits 

Property owners and residents of area near site of construction of atomic power 

plant were entitled by this section to notice and opportunity to be heard on 

question of whether power companies had shown good cause for extension of 

completion dates in construction permits issued by Commission. Brook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7. 건설허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 언끈 지역의 거주자 및 재산 소유자에게는， 본 절에 따라， 

전력 회사가 NRC에서 발부한 건설허가에서 명시한 완공 얼자 연장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입증하였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똥고 및 청취 기회의 자격이 주어진다. 

Brook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8. Operating Licenses 

Commission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by proceeding with the issuance of 

operating license for nuclear power plant without resolving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 s challenge to validity of interim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on ground that the criteria were adopted 

without notice and hearing.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4. 

8. 운전면허 

NRC는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 발부와 관련한 판결 행위에서， 그 기준을 통고 및 

공청회 없이 채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ECCS의 임시 허용 기준 타당성에 대한 

환경보호단체의 이의 신청을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다. 

Union of Concem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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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 considering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nuclear power plant, 
the Commission does not have the discretion to comply with less than a11 the 

mandate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section 4321 et seq. Of this 

title. 1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1.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 신청에 대한 고려에서， NRC는 NEPA 4321절(이하참조)의 

모든 명 령 들을 준수하지 않을 직 권은 없다. 1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1. 

9. Reinstatement 

State was not entitled to hearing before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instated public utility ’s license for operation of nuclear power station because 

reinstatement was not one of statutorily enumerated actions giving rise to 

hearing right. Com. Of Mas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9. 

9. 재섬 

재섬은， 법령에서 공청회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술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NRC가 공공 전력회사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인허가를 재심하기 이전에， 해당 주는 

공 청 회 에 대 한 권 리 가 없 다. Com. Of Mas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9. 

10. Significant issues to licensing 

Consistent with Atomic Energy Act, licensing board could choose to address 

remanded issues in postnuclear power plant licensing hearings upon finding that 

the issues were not significant for emergency planning at plant. Com. of Mas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1. 

10. 인허가에 관한 주요 사안 

AEA에 따라， 인허가 보드는 그 사안들이 발전소 비상 계획에 관련하여 크게 중요 

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원자력 이후의 (postnuclear) 발전로 인허가에서 반송 

된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Com. of Mas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1. 

Once hearing on nuclear power plant licensing proceeding is begun, it must 

encompass a11 material factors bearing on licensing decision raised by requester.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 195 -



일단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판결 행위에 관한 공청회가 시작되면， 인허가 결정에 관 

련하여 요청자가 제기한 모든 인자들을 포괄하여 다루어야 한다.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11. Postconstruction hearing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regulation relating to postconstruction 

hearing did not violate Atomic Energy Act by permitting formal hearing only on 

issues relating to compliance with acceptance criteria and permitting NRC to 

find simply that acceptance criteria were met and that Act was "accordingly" 

satisfied; statutory requirement for postconstruction finding of compliance did not 

preclude reliance on previous findings , and alternative procedures were available 

for consideration of new developments.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rnmission, 1992. 

11. 건설후 공청회 

건설후 공청회에 관련한 NRC 규정에서는 단지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공청회를 허가하고， NRC는 단지 그 허용기준이 만족되었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라 AEA가 만족되었는지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AEA를 위반하지 

않았다; 건설후 기준의 준수 판단에 대한 법률적 요건은 이전의 결론을 배제하지 

않았고 대안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2. 

12. Supplementary evidentiary hearings 

Atomic Safety and Licensing Appeal Board' s action in conducting a 

supplementary limited evidentiary hearing in Washington, D.C., regarding 

application of university for license to operate nuclear reactor in New York City, 

was well within its power and was not an abuse of discretion especially in light 

of fact that only witness of objector was from Pittsburg, Pennsylvania, and 

several witnesses representing Atomic Commission ’s [now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ory staff were from the District of Columbia area. 

Morningside Renewal Council,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12. 추가 보증거 공청회 

뉴욕시에서 원자로를 운전하기 위한 대학의 신청서에 관하여 Washington, D.C.에서 

열린 추보 한정Oimited)증거 공청회 수행시， ASLAB의 조치는 그 권한내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유일한 반대 증인은 Pittsburg, Pennsylvania 출신이고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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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전신인 Atomic Commission 규제 요원들을 대표하는 몇몇 증인 등은 
Columbia 지역구 출신이었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Morningside Renewal Council,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13. Reopening of hearings 

This section which requir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to grant 

hearing upon request of any person whose interests may be affected does not 

compel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to reopen hearing to anyone and 

everyone filing contention based on new issue brought to light by Safety 

Evaluation Report or documents required by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regardless of how many parties sought to intervene on same issue; NRC may 

employ late-filing test to limit admission of late-filing parties ralsmg same 

issu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0. 

13. 공청회 재개 

자신의 이해관계가 영향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요청에 대해 NRC가 공청회를 승인하 

도록 요구하고 있는 본 절에서는 NEPA에 의해 요구된 문서나 SER 등에서 밝혀진 
새로운 문제에 기초하여 논쟁을 제출하는 자에게， 그와 동일한 문제에 얼마나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하기를 원하는가에 관계없이 공청회를 재개하도록 NRC에게 강요 

하지는 않는다; NRC는 동일한 문제름 제기하는，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Oate-filing) . 

당사자들의 입회를 제한하기 위해 시험평가룹 이용할 수 있다.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0. 

14. Intervention Generallv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was entitled to intervene as a party defendant 
in suit brought to compel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o grant plaintiff 

a public hearing with regard to his objections to issuance of license to the 

Authority for operation of its nuclear plant and restrain issuance of license 

pending conduct of such hearing. Desrosier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0. 

14. 개업 총론 
TVA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에 대한 당국의 허가 발부를 반대하는 것에 관련한 공청 

회를 NRC가 원고에게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피고 당사자로 개입할 자격 

이 있으며， 그러한 공청회 중 인허가 발부를 제한할 자격이 있다. Desrosier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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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nterest affected 

Refusal of Nuclear Reg비atory Comrnission to permit Ohio to intervene in 

nuclear power plant licensing proceedings, after licensing hearings had been 

completed and record closed, in order to permit reconsideration of off-site 
emergency plan for plant, in light of earthquake of magnitude 5.0 on Richter 

scale which occurred about ten miles from plant, was not abuse of discretion, 
since State ’s off-site emergency preparations could proceed apace regardless of 

operational status of power plant, many of State' s specific concerns were raised 

by citizen ’ s group in previous public hearings, and issuance of license did not 

preclude State from proceeding with research, oversight, and revisions in any 

portions of plan perceived as inadequate. State of Ohio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15. 영향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 

발전소로부터 약 10 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에 비추 

어 발전소 소외 비상계획에 대한 허가 고려 명령에서， 인허가 공청회가 완료되고 

기록이 종력된 이후 오하이오주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처분에 개입함을 허 

가하는 것을 NRC가 거부한 것은 그 직권의 남용이 아니다. State of Ohio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Provisions of this section requiring the Commission to grant a hearing upon the 

request of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a proceeding relating 

to a license, construction permit, or activities of licensees did not authorize the 

Attorney 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to intervene in a 
Commission enforcement proceedings in which a power company ’s license to 

operate its nucJear power station was modified because the Commission rather 

than the Attorney General, had authority to define scope of the proceeding and 
because Attorney General' s capacity as legal representative of People of the 

Commonwealth did not render him a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Bellotti v. U. S. NucJ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NRC로 하여금 인허가 건설허가， 허가취득자의 활동 동에 관련한 처분에 의해 ”이 

해관계가 영향 받을 수 있는 개인”이 요청한 공청회를 숭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본 절의 조항들은， 전력회사의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 개정에 관한 NRC 처분에 메 
사추세스주 검창총장이 개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 보다 

는 NRC가 그 처분의 범위를 정의할 권한이 있으며 메사추세스 주민의 법적 대표 

로서 겸찰총장의 법적 자격은 그 처분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영향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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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This section does not preclude Commission from requiring petitioner for 

intervention to make more than a showing of interest which may be affected. 

BPI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4. 

본 절에서는， 영향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개 

입 청원자에게 요구함에 있어서 NRC를 배제하지 않는다. BPI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4. 

16. Interest represented 

One seeking to intervene in proceedings before Commission was properly denied 

right to intervene, where its interest was fully presented to Commission and to 

court of appeals by petitioners who had identity of interest with one seeking to 

intervene. Cities of Statesvill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69. 

16. 대변 가능한 이해관계 

개입하기를 원하는 원고의 이해관계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NRC 및 항 

소법원이 결정한 자에 대해서， NRC 전의 처분에 개입할 권리를 거부한 것은 적션 

하다. Cities of Statesville v. U. S.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 1969 

17. Expiration of time 

Municipal power commission could not intervene after expiration of time 

specified by Commission, in proceedings o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licens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reactors, though it alleged that it had relied 

upon participation of another city in the proceeding s and had reached its 

decision to intervene only when such city decided not to appeal order denying 

its exceptions, where there was no evidence of any relationship between such 

city and municipal utilities commission. Easton Utilities Commission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0. 

17. 시한 만료 

발전용원자로 건설 언허가 발부 신청에 대한 처분에서， 지방자치 전력위원회는 

NRC가 명시한 시한 만료 이후에는 개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비록 지방자치 전력 

위원회가 그 처분에서 다른 시의 참여에 의존하고， 단지 그 시가 예외 거부 명령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에만 개입한다고 하였을 지라도 불변이다. 그 경 

우， 그 시와 지방자치 전력위원회 간에 어떠한 관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 

다. Easton Utilities Commission v. U. S.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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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rivate right of action 

Private litigant could not seek enforcement of Atomic Energy Act or its 

attendant agency standards and regulations by proceeding against alleged 

violator in suit for injunctive relief in federal district court. Liesen v. Louisiana 

Power & Light Co. , 1981. 

18. 조치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개인 소송당사자는 연방지방법원의 규제 면제를 위한 소송에서 법위반자에 대한 처 

분에 의해， AEC나 해당기관의 기준 및 규정의 시행을 모색할 수 없다 Liesen v. 

Louisiana Power & Light Co. , 1981. 

19. Immunity 

Commissioners of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ere entitled to qualified 

immunity from action alleging that they had authorized release of harmful 

raclioactive gas from a nuclear power plant without holcling a prior hearing as 

requirecl by this section; the Commissioners ’ refusal to holcl hearing c1icl not 

violate clearly establishecl law. People of Three Mile Islancl Through Three Mile 

Islancl Alert.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19. 면제 

NRC 위원들은， 본 절에서 요구한 대로 이전에 공청회블 개최하지 않고 원자력발전 

소로부터 유해 방사성 기체를 방출하도록 숭인한 조치로부터， 면책 자격이 었다. 

NRC 위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거부한 것은 기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People 

of Three Mile Island Through Three Mile Islancl Alert.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20. Public hearing 

On-the recorcl proceeding following nuclear accident at nuclear power plant is 

formal agency adjudication within meaning of exception to Sunshine Act; th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may close from public those segregated portions 

of meeting considering restart of plant that specifically concerned proceeding, 

unless public interest required otherwise.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20. 공청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이후의 기록된 공개 처분은 Sunshine Act 
의 예외 범위 내의 공식적 기관 판결이다; 그에 따라 얼반 대중의 이해관계에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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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면， NRC는 특히 처분에 관련한 발전소 재가동을 고려할 시， 회의의 일 

부분을 분리하여 일반 대중에게 차단할 수 있다.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21. Evidence considered 

Citizens group was entitled only to administrative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electric utility had shown good cause for extension of permit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upon utilities request for such extensions; it was not 

entitled to present evidence at that hearing concerning quality of construction of 

plant, which would be more appropriate in proceedings to determine whether 

utility should be granted operating license. Citizens Ass ’ n for Sound Energy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21. 고려할 증거 

시민단체는 전력회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연장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입증하 

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 공청회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다; 시민단체는 발전소 건 

설 자격에 대한 공청회에서 증거를 제시할 권리는 없다. 그것은 전력회사에게 운전 

면허룹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결 행위에서 취급할 사항이다. Citizens Assn 

for Sound Energy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Material proffered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at investigations were 

underway into allegations of falsification of records and harassment of quality of 

assurance/quality control personnel at site, was not tantamount to evidence and, 

hence, was not the type of relevant, materia l, and reliable new infOImation 

required to open the administrative record with respect to approval given by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to a full-power operating license for a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 Oyster-shell Allian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6. 

기록의 허위성 변증 및 품질보증， 부지내 종사자의 자격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 

가 진행중이라는， 환경기구가 제시한 문서는， 증거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따라서 ASLB가 상용로에 대해 전출력 운전면허를 승인하는 것에 관한 행정기록을 

공개하기에 펼요한 신뢰성 있는 선규자료나 관련 문서라고는 할 수 없다. 

Oyster-shell Allianc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6.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 reliance on extra -record materials in decision 

to permit restart of undamaged reactor at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did not require further Commission proceeding where extra-record fac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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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isputed and parties cha11enging decision were afforded fair opportunity to 

offer both argument and evidence on a11 relevant issues in restart proceeding. In 

TMI Alert, Inc., certiorari denied and rehearing denied. 1985. 

TMI 원자력발전소의 손상되지 않은 원자로의 재가동 허가에 대한 결정에서 NRC 

가 기 록외 (extra-record) 푼서 에 의 존하였으나 더 이 상의 처 분이 요구되 지 는 않았 

다. 왜냐하면 그 경우 기록외 문서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며， 결정에 이의를 제 

기하는 당사자들에게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기 대문이다. In 

TMI Alert, Inc. , certiorari denied and rehearing denied. 1985.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 I s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s 

admission of multivolume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prepared by applicant for 

operating license for nuc1ear generating station into e、'idence for truth of a11 the 

matters asserted therein constituted non-prejudicial error. Carstens v. U. S.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에 대한 허가취득자가 작성한 여라 권의 FSAR음 NRC 

ASLB가 증거로 인정한 것은 유해한 오판이 아니다 Carstens v. U. S. Nuc1ear 

Hegulatory Commission , 1973. 

Commission was not required by the Administrativc Procedurc Act, sections 551 

ct S(Xl. And 701 et seq. Of Title 5, to hear cvidcnce upon matters which it 

would otherwise be entiLled to rcgard as outsidc the perimcter of lhc issues. 

Siegel v. U. S. Nuc1ear Hegulatory Commission , 196r\. 

NRC 는， 행정절차조례 551 절， 701 절 이하에 따라， 분，，11 멤위륜 l갯어나는 것으로 고 

려할 수도 있는 문제뜰에 대한 증거륜 l칸드사 칭추l 힌 쥔요논 없디. Siegel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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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JUDICIAL REVIEW 41-END 

II. 사법 적 검토 41-끝 

4l. Genera l1y 

Sections 1331 , 1337, 1343, 1346(a)(2), and 1361 of Title 28, the general federal 

jurisdictional statutes, have been supplanted by this section providing for 

exclusive .i urisdiction of statutory c1aims conceming nuclear power reactors in 

Commission with appeals to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 and, furth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ections 701 et seq. Of Title 5, does not provide 

independellt basis of jurisdiction over such actions. Simmons v. Arkansas Power 

& Light Co. , 1981. 

4l. 총론 

일반적인 연방 관할 법령인 title 28의 1331 , 1337, 1343, 1346(a)(2), 1361 절은 NRC 

가 미항소법원에 항소가능한 NRC 권한내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법적 소송의 배타 

적 사법권을 제시하고 있는 본 절에 의해 대체된디 Simmons v. Arkansas Power 

& Light Co. , 1981. 

42. Exclusive nature of review 

The courts of appeals, rather than district courts, have exclusive .i urisdiction to 

review refusals by the Commission ’ s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to 

initiate proceedings to revoke a permit to construct a nuclear generating plan t. 

Hockford league of Women Voters v. U. S. Nuclear Hegulatory Commission. 

19~2. 

42. 검도으l 배더-성 

윈지-력발전소 건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판갤 행위의 개시에 대해 NRC 윈자로규제 

국장이 검토룹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법원보디는 오히려 항소법원이 배티-적 

사법 권을 가진다.Rockford league of Women Voters v. U. S. Nuclear Reg비atory 

Commission, 1982. 

Section 2342 of Title 28 grants the courts of appeals exclusive jurisdiction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 l1 final orders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made reviewable by this section. Citizens for a Safe Environment v. Atomic 

Energy Commission, 1973. See, also,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1. 

Title 28 의 2342젤은 본 션에 따라 점도가능한 AEC의 든
 

모
 

최종 명령에 대한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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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 사볍권을 항소법원에 승인한다. Ci tizens for a 

Safe Environment v. Atomic Energy Commission, 1973. See, also,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1. 

Claim that Nuclear Regulatorγ Commission (NRC) violated NEPA by failing to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study prior to approval of utility ’ s early 

component removal plan was a challenge to a final order of the NRC, and had 

to be brought in the Court of Appeals, not the district court, where NRC ’s 

alleged failure was based in its decision that utility ’ s possession only license 

allowed it to perform the removal without amendment of the license and without 

formal environmental review. Citizens Awareness Network,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4. 

NRC가 사업체의 사전 부품 제거 계획의 인가 이전에 환경 영향 연구 수행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NEPA를 위반했다는 소송은 NRC의 최종명령에 대한 이의 

선칭이 l냐， 지방법원이 아넌 항소볍원으로 이송되어야만 한다. 그 경우， NRC가 승인 

한 파오는 사엽체의 점유허가만이， 허가의 개정이 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환경 검도 

없이， 서l 가 꽉 수행l 하도록 승인한다는 결정에 기초렐 둔 것이다. Citizens Awareness 

network ,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4. 

Thal li ll1ited operating license has been granted nuclear facility by the Nuclear 

Hegulatory Commission did not confer jurisdiction upon federal dislrict court of 

action to cO ll1pel the Commission to 당rant plaintiff a public hearing wilh regard 

to his ob.i ections lo issuance to the license, where plainLiff had administrative 

rCIl1C마 élvailable pursuant to regulation which allowed any pcrson to rcquesl él 

show CéIUSC proceeding to modify , suspend or rcvoke the license é:md where any 

c1ccision by Comll1ission upon such request would be rcviewable exclusively by 

lhc courl of appeals. Desrosires v. U. S. Nuclear Hegulatory CO ll1ll1ission, 1980. 

NHC가 원자력 시설에 지l 한운전면허를 승인했다는 것은， NRC가 면허 발부렐 반대 

하는 원고에게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승인하도록 명령하는 연방 지방법원의 조치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디 그 경우， 면허릅 개정， 보류， 취소하기 위한 이 

유세시 (show clause) 처분을 요청하는 것을 승인하는 규정에 따바 원고는 행정구제 

뭔 환용-한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요침에 관-한 NRC의 겸정은 항소 법원에 의해 배 

더-적 으쿄 겸 토됨- 수 있다. Desrosires v. U. S. Nuclear Hegulatory Commission, 

19HO. 

Evcn i f plaintiff, who sought in.i unction orclcring U. S. Nuclear H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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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members to revoke licenses of a11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within 

Commission ’ s jurisdiction because defendants' licensing of such facilities 

a11egedly deprived plaintiff of life without due process, had exhausted available 

administrative remedies, district court could not assume jurisdiction to review 

action of Commission, because that jurisdiction vested exclusively in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such fact also prevented plaintiff from following othcr 

avenues of "nonstatutory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district court b\' 

invoking general jurisdictional statutes, such as federal question and mandamus 

jurisdictional statutes, sections 1331 and 1361 of Title 28. Honicker v. Hcndrie, 

1979. 

NRC 사법권 내의 모든 핵연료주기기설의 인허가로 인해 적절한 처리과정 없이 피 

고에 의해 자신의 삶이 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 인허가를 NRC에 

게 취소하도록 명령하는 강제금지명령을 모색하고 있는 원고가 비록 활용가능한 행 

정구제를 모두 다 사용하였다고 할 지라도， 지방법원은 NRC의 검토 조치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 그 이유는 그 사법권은 미주립 헝-소법원에 배티-적으로 귀속꾀는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설로 인하여 원고는 연망섣의 (federal question) 렛 tit \c 

28의 1331 , 1361 절 등의 mandamus jurisdictional statutes와 같은 임 반적 인 사법 적 

l칩령등에 호소하여 지방법원에서 행정구제에 대한 법에 의하지 아니한 겸도 l상 1엄윤 

추 구 현- 수 없 다. Honicker v. Hendrie, 1979 

District court couJd not have assumed .i urisdiction ovcr action challcnging 

intcrim acceptance criteria which were adopted by Atomic Energy Commission 

and which pertained to emergency core cooJing systems of nuclear p(이Tr 

reactors even if plaintiff had exhausted avaiJable administrativc remedies , un c\er 

statute conferring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such matters cxclusiveJγ on Courts 

of Appeals. Nader v. Ray , 1973.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항소법원에 배티-적 사법권윤 부여하는 법링에 따라‘ 우!고가 이 

용가능한 모든 행정구제름 다 활용하였다 할 지라도 AEC가 채팩한 원지.5.0.. ECCS 

에 관한 임시허용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에 대해 지방법윈은 사 l섬권판 가깐 

수 없 다. Nader v. Ray , 1973. 

Review of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Commission Jies outsiclc thc 

.i 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such review Jies exclusivcly in the courl of 

appeaJs.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v. Schlcsinger, 1971. 

NRC가 션포한 규정에 대한 검토는 지 l상법원의 사맨 i’l 애 속파지 않는디 -=-:l L']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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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는 항소법원의 배타적 사법권에 속하는 것이다.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v. Schlesinger, 1971. 

43. Rules and regulations 

District court did not have jurisdiction to review regulation promulgated bγ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pursuant to Omnibus Diplomatic Security and 

Anti - Ten-orism Act, and Court of Appeals had exclusive jurisdiction over order. 

where regulation was promulgated after notice and comment, legal consequences 

would flow from regulation, and regulation dealt with activities of licensees. 

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 AFL-CIO by Joy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43. 규칙 및 규정 

지방법원은 총괄외교보안 및 반테러조례 (Omnibus Diplomatic Security and 

Anti - Terrorism Act)에 따라 NRC가 선포한 검토 규정에 대한 사볍권이 없으며， 항 

소법원이 I생령에 대한 배타적 사법권을 갖는다. 그 경우， 동고 및 논평， 법작 :갤콘 

등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규정이 허가취득자의 사엽에 적용된 이후에， 규정은 

선포된다. 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 AFL • CIO by Joy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7. 

44. Meaningful Standard of review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s refusal to issue order requmng owner ()f 

nuclear power plant to show cause why plant should not remain closed or han' 

its license suspended until owner remedied allcged safcty dcficiencies \\"IS nm 

subject to judicial review; neither Atomic Encrgy Act nor NRC regulations 

provided meaningful standard of review. Massachusetts Public Intercst Research 

Group,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88. 

44. 의미있는 검토기준 

발전소 소유권자에게 그 빨전소의 안전 결함이 개선펠 때까지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거나 또는 면허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하는 

것윤 NRC가 거부하는 것은 사법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AEC나 NRC 규정 어느 

것도 그에 대한 의미 있는 검토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Massachusett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8. 

45. Initial review by court of appeals 

Hobbs Act specifically contemplates initial Court of Appeals review of agenc~' 

orders resulting from proceedings in which no hearing took place and ‘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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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f Appeals had initial subject-matter jurisdiction over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s order denying citizen petition which requested that Commission 

institute proceeding to modify, suspend or revoke license of nuclear reactor, even 

though no hearing was conducted. Florida Power & Light Co. V. Lorion, 1985. 

45. 항소법원의 일차 검토 

Hobbs 조례는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항소법원이 NRC 명령에 대해 

일차 사법권을 갖는 판결 행위에서 발생한 기관의 명령에 대한 항소법원의 일차 검 

토를 구체석으로 잘 고려하고 있다. 그 NRC의 명령이란， 비록 공청회가 수행되지 

않았을 지라도， 원자로 인허가를 개정， 중지， 취소하기 위한 법적 처분을 NRC가 수 

립하는 것을 요청하는， 시민의 청원을 거부하는 NRC 명령이다. Florida Power & 
Light Co. V. Lorion, 1985. 

Courts of Appeals have initial review jurisdiction over challenges to fee 

decisions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ith regard to costs incurred 

during proceeding on application for nuclear reaclor liccnses. Commonwealth 

Edison Co. v. U. S. NucIear Regulatory Commissioll. 19서7. 

항소 l겁윈은 원자로 인허가 선청 처분 동안 반생하간 uj 용에 판한 NRC의 보수 결정 

에 대한 이의선청에 대해 일차 검토 사법권이 있디 Common\\’ealth Edison Co. \'. 

U. S. NucIem ReguJatory Commission, 1987. 

46. Finality orders Generally 

For purposes of statute providin당 for .i udicial rcvicw of "fillal order"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a "final order" is O!lC lhal imposes an obligation. 

denies a right. or fixes somc legaJ rcJationship. USllélll~r aL the consummalion of 

an administrative process. Honicker v. U. S. Nuclear HeguJalory Commission ‘ 

1978. 

46. 최종 명령 열반 

AEC의 ”최종 명령”의 사법적 검토를 준비하는 법령의 꽉적에서최종 명령”은 대 

개 행정적 절차의 완료시점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펀 거부하거나 흑은 인련의 

l겁 륜 적 관 계 를 고 정 시 킨 디 Honicker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8. 

UnJess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undertakcs Slla sponte a review of éI 

c\ecisio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Appeal ßoard. that c\ccision 

bccomes thc final c\ccisio!l of thc AEC and lherc(l ftcr (111\" final dccision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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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judicial review in the Court of AppeaIs where the petitioner resides or 

has its principal office or in the Court of AppeaI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Porter County Chapter of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Inc. v. Atomic 

Energy Commission, 1975. 

AEC가 ASLAB의 결정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AEC 

의 최종 결정이 되며， 그 이후 어떤 최종 결정은 원고가 거주하거나 그의 주요 사 

무소가 있는 항소 법원이나 또는 Columbia 행정구의 항소 법원에서의 사법적 검토 

를 필 요로 한다. Porter County Chapter of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 Inc. 

v. Atomic Energy Commission, 1975. 

Practical difficulties cannot serve to enlarge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grant of 

the Administrative Orders Review Act, section 2361 et seq. of Title 28‘ 

providing in relevant part that the Court of AppeaIs has exclusive .i urisdiction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 l1 final orders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made reviewable by section 2239 of Title 42 ," nor can practicaI difficultics 

contr3ct whatever jurisdiction may exist in the district courts. Citizens for él 

Safe Environment v. Atomic Energy Commission , 1973. 

설행상의 어려움뜰은 항소 법원이 "AEC의 모든 최종 I딩령닫은 Title 4:2의 n:i9천 

에 의해 재겸도 될 수 있다”라는 효력욕 겸정한 배터-직 사 i섬판고l F} 런된 햇정 조려l 

섞료 1섬한 Title 28의 2361 션의 배타적 사법 승인욕 확대시킥 수 없으 1 ~l. 지!잉-1낀윈 

에 그러한 사법권이 존재할지라도 설행싱-의 어려유달욕 감소시씌 수 없디_ Cililcns 

for a Safe Environment v. Atomic Energ~' Commission. 1973. 

Section 2342(4) of Title 28 provides for appelIate detcrmination of thc validity of 

any finaI order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madc rcvicwablc bv this 

section. Gage Commonwealth Edison Co. , 1972. 

Title 28의 2342(4)절은 본 절에 의해 겸토 가능한 AEC의 모는 최종 결정의 더당성 

에 대한 항소 판결을 제공한다. Gage Commonwealth Edison Co. , 1972. 

47. Entεring of decision 

Decision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at it did not have licensing 

jurisdiction over certain nuclear waste storage tanks was "entered in a 

proceeding" for "the granting *** of any license" and thus was a final order 

reviewable in the court of appeals and not in district court. Natural Resourccs 

Defense Counci l, Inc. v. U. S. Nuclear Rcgulatorv Commissi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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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결정의 개시 

원자력 폐기물 저장 탱크에 대한 인허가 사법권을 갖지 않은 NRC의 결정은 ”모든 

인허가 승인”을 위한 ”처분의 개시”이며， 따라서 지방 법원이 아넌 항소 법원에서 

검 토 할 만한 최 종 명 령 이 다.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9. 

48. Fina! adjudication on merit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s (NRC) ruling on immediate effectiveness of 

licensing board' s decisions represented final agency order that was reviewable 

by Court of Appeals, although NRC's decision was not a final adjudication on 

the merits and was without prejudice to any pending administrative appeal or 

subsequent adjudication; review was appropriate because it would not disrupt 

orderly process of adjudication within NRC and because significant legal 

consequences flowed from NRC ’ s action. Com. of Mass. v. v. U. S. Nuclear 

Regulatmγ Commission , 1991. 

48. 본인-에 대한 최종 사법판결 

NRC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결이 아낚과 판시에 모든 계류-풍언 행정 

헝소나 수반되는 사법적 판결 시에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디-고 할 지라도， ASLB의 

전정의 즉각적인 효력에 대한 NRC의 역할은 항소 법원에 의해 감도펠 수 있는 초l 

송 기관- 명령을 나타낸다; NRC 내부의 사법적 판갤의 냉령 절차플 훼손시키지 않 

고， NRC의 조치이후에 충분한 법적 겸과가 따른디-떤 검토늑 적절하다고 힐 수 였 

다. Com. ()f Mass. v. v. U. S. Nuclear Reg비atory Commission , 1991. 

49. Formal determination 

Whcrc director of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Had not yet served licensee 

with order to show causc why license to operate nuclcar power plant should not 

be modified, suspended, or revoked, but had not formerly determined that no 

show cause proceedings were warranted, there was no .iudicially reviewablc final 

agency action. Dickinson v. Zech, 1988. 

49 공식 결정 

NRC 국장이 허가취득자에게 원자력발전소 운전 떤허가 개정， 보류，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명령을 아직 송달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판결 

헨위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전에 결정하지 않았올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겸 

.r;.:. 관 수 있 는 어 떠 한 최 종 적 인 기 관 조 치 는 없 다. Dickinson v. Zech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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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Heexamination at later dates 

Fact that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might reexamine its decision at later 

date did not detract from final nature of its December decision where 

Commission unequivocally held that no enforcement action would be taken at 

nuc1ear facility at such time and where serious legal consequences flowed from 

that decision in that intervenor utilities were authorized to restart operations at 

facility , and in view of hann to sUITounding populations if nuc1ear accident 

happened after Commission dec1ined to take enforcement action, decision was 

reviewable. Rockland County v. U. S.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50. 재검토 

NRC가 후일 결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NRC가 명백하게 그 시점에서 

원자력시설에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소송참가 전력회사의 

시설 운전을 다시 시작하도록 승인한 결정으로부터 진지한 법적 결과에 도달한 경 

우， 12월 천정의 최종 본질을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주변 인구에 미치는 위해의 관 

섞에서， NRC가 시행 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한 후에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겸 

정은 검토될 수 있었다 Rockland County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51. Refusal of review bv Commission 

Rcfusal ()f Commission to review determination of Patent of Compensation Board 

dismissing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for patents, licenses and other interests 

in palents rcvoked by section 2181 of this title had cffect of making order of 

Board a final order and Court of Appeals for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had 

jurisdiction of proceeding, where filing of c1aims with Board predated passage of 

this chapter allowing .i udicial review by any Unitcd States Court of Appeals. N 

V. Philips' Gloeilampengabrieken v. Atomic Energy Commission , 1963. 

51. NHC에 의한 검토 거부 

본 Title의 2181절에 의해 취소된 특허와 관계된 득허권， 인허가， 기타 이해관계지-에 

대한 보상의 신청을 기각하는 특허보상보드(Patent of Compensation Board) 의 결 

정을 검토하는 것을 위한 위원회가 거부하게 되면 특허보싱-보드(Patent of 

Compensation Board)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효력플 갖게 되벼， 콜롬비아 행정구 

밴위의 항소법원이 처분의 사법권플 갖게 된다. 그 경우， 특허보상보드(Patent of 

Compensation Board)에 보상 소송을 제출하면 모든 미합중국 항소법원에 의한 사 

법석 겸토콸 허가하는 본 장의 규정에 앞서 처리된다 N. V. Philips ’ 

Glocilampengabrieken v. Atomic Energy Commission , 1963. 

- 210 



52. Miscellaneous orders final 

Order enter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fusing to order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construction permits for nuclear generating station should 

be suspended or revoked pending study of evacuation feasibility for certain areas 

surrounding the station was final order entered in proceeding for the revoking of 

station construction permits, and thus the court of appeals had jurisdiction to 

review such order. Seacoast Anti-Pollution League of New Hampshir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2. 

52. 기타 최종명령 

발전소 주변의 특정 지역에 대한 소개 타당성 연구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를 보류 혹은 취소하도록 결정하는 공청회에 대해 거부하는 NRC에 의해 개시된 명 

령은 발전소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서 시작된 최종 명령이며， 따라서 항소법 

원은 그러한 명령을 검토할 사법권을 갖는다. Seacoast Anti - Pollution League of 

New Hampshir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2. 

Claim that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violated NEPA by failing to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study prior to approval of utility ’ s early 

component removal plan was a challenge to a final order of the NRC, and had 

to be brought in the Court of Appeals, not the district court, where NRC ’ s 

alleged failurc was based in its decision that utility' s possession only license 

allowed it to perform thc removal without amendment of the 1icense and without 

formal environmental review. Citizens Awareness network.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94. 

NRC가 사업체의 사전 부품 제거 계획의 인가 이전에 환경 영향 연구 수행플 성공 

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NEPA를 위반했다는 소송은 NRC의 최종명령에 대한 이의 

신칭이며， 지방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으로 이송되어야만 한다. 그 경우， NRC가 숭인 

한 과오는 사엄체의 점유허가만이， 허가의 개정이 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환경 검토 

없이， 세거를 수행하도콕 승인한다는 결정에 기초를 둔 것이다. Citizens Awareness 

network,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4. 

Finding by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at amendments to nuclear power 

licenses involved no significant hazards was a final order in a proceeding for 
amending of a license and thus was subject to review only in Court of Appeals , 

and not District Court. Center for Nuclear Responsibility ,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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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허가에 대한 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NRC의 결론은 허가 개정에 대한 처분에서 최종 결정이며， 따라서 지방법원이 

아닌 오직 항소법원에서 검토가 수행된다. Center for Nuclear Responsibility,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4. 

Commission ’ s decision regarding validity of agreement between Colorado and 
Commission’s predecessor discontinuing its authority over uranium tailings in 
state by agreement with state govemor was final order within court of appeals' 

exclusive jurisdiction where Commission ’s supervision, acceptance or termination 

of state agreement was, in effect, a licensing decision, and it was indisputable 
that licensing and control of uranium mill tailings were Commission functions 

under this chapter. Sunf10wer Coalition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2. 

주지사의 동의하에 주내에서 우라늄 테일링에 대한 그 직권을 중지시키는， 콜로라 

도와 NRC 전임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NRC의 결정은 항소법원 
의 배타적인 사법권내에서 최종 명령이다. 여기에서， 주와의 합의에 대한 NRC의 감 

독， 허용 혹은 종결은 효력상 허가 결정이며， 우라늄 제작 테일링의 허가와 관리는 

본 장에서 NRC의 기능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Sunflower Coalition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2. 

53. Miscellaneous orders not final 
Order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denying an emergency petition to 

shut down nuclear power plants throu당hout country was not a "final order" or 
final agency action and was therefore not reviewable by Court of Appeals, since 
only issue decided by Commission was whether petition raised concems which 

necessitated emergency relief, and in denying request for emergency relief. 
Commission did not deny petitioner any cognizable legal right. Honicker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8. 

53. - 기타 최종이 아닌 명령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운전 정지를 요청하는 긴급 청원을 거부하는 NRC의 

명령은 ”최종 명령” 혹은 최종 기관 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항소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NRC에서 결정된 문제는 단지 청원이 긴급 구조를 필 

요로하는 관점에서 제기된 것인가 하는 것이고， NRC가 긴급 구조 요청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원고의 재판권내의 어떠한 법적 권리도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Honicker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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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f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docketing and processing application of 

electric utility for pennits to construct two light water nuclear reactors was not 

a "final order" that placed an appeal therefrom within exclusive jurisdiction of 

Court of Appeals, but since plaintiffs failed to exhaust nonfutile administrative 

remedies by demonstrating that remedy before Commission, and eventually Court 

of Appeals, was inadequat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failed also to allege a 

violation of a clear, non-discretionary legal duty breached by. Commission. 

district court was withou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to review order. Concerned 

Citizens of H.. 1.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7. 

두 기의 경수로 건설 허가를 위해 전력 회사가 제출한 허가신청을 등재하고 처리하 

는 NH.C의 명령은 항소법원의 배타적인 사법권 범위의 항소로 간주되는 ”최종 명령 

”이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NH.C, 결국에는 항소법원 전의 구제절차가 그들의 권리 

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유용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주장할 

수 없었고， NRC에 의해 위반된 명백하고 자유 재량이 아년 법적 의무의 위반플 진 

숨할 수 없었다면， 지방볍원은 부수적인 문제의 사법권 없이 명령을 검토하여야 한 

다 Concerned Citizens of R. 1.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77. 

;:)4.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In orcler to challcngc Part 61 Rcgulations. under which Nuclear Re당비ator~' 

Commission (NRC) sct forth reC] uirements states must meet in cleveloping lo\\" 

level radioaclive wastc clisposal facilities , State of Michigan was reC]uired to 

petition NH.C and seek .i udicial review in Court of Appeals; Michigan could not 

avoid these .i urisdiclional requirements by challenging environmental impact 

statemcnl lhal unclerlics Part 61 Regulations. Stalc of lVlichigan v. U. S. Nuclcar 

Rcgulaton' Commission. 1991 

;:)4. 행정 구세의 첸저한 감토 

주정부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불 처분 시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서로 회합플 가져 

야 된다는 NH.C의 요건언 Parl 61 규정에 대해 이의탑 제기하기 위하여， Michigan 

주는 NH.C에 청원플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항소법원에 사법적 검토플 요구해 

야 한다 Michigan 주는 Part 61 규정의 끈간이 되는 환경영향진술서륜 기피함으로 

써 이러한 사법적인 요건달-음 피할 수는 없다. Statc of Michigan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1. 

1n 띠)scnce of plaintiff ’ s seeking determination as to whether his request for 

heμring upon Iicensin다 of nuclear facility could be entertained under exceptions 

to rulc prohibiting considcration of untimely reC]uesls. plaintiff did not exha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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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administrative remedies. precluding judicial review. Desrosier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0.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에 대한 자신의 공청회 요청이 저l 출 기한에 어긋한 요청에 대 

한 고려를 금지하는 규칙에 대한 예외로서 수락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원고는， 사법적 검토를 배제하고， 행정 구제 절차를 완전 

히 행사할 수 없다. Desrosier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0. 

55. Hearing, occurrence of 

Congress intended to provided for initial Court of Appeals review of a11 final 

orders in nuclear reactor licensing proceedings, whether or not hearing befor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occurred or could have occurred. Florida Power 

& Light Co. V. Lorion, 1985. 

55. 공 청 회 , occurrence of 
의회는 NRC 전에 공청회가 개최되었거나 또는 개최힐 수 있었거나 관계없이， 원자 

로 인허가 처분의 모든 최종 결정에 대해 열차 헝-소법웬의 겸도를 준비하도록 한 

다. Florida Power & Light Co. V. Lorion. 19R5. 

56. Persons entitled to review 

Organization whose mcmbers Iivcd near c!1ough to proposcd nuclcar gencrating 

pl é:mt to be endangered if the plant were u!1safc had slémding to bring action for 

rcvicw of the refusal ()f Commission ’ s director of !1ucleélr rcactor regulalion to 

institute proceeding to revoke a permit to CO!1struct the plan t. Rockford League 

of Women Voters v. U. S. Nuclcar Rcgulatory Commission , 19R2 

56. 겸도 자격이 있는 지 

반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띤 제안된 윈지-펙 발잔소에 의해 위험해 칠 수 있플 정도로 

승분히 가깝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체는 반전소 건설 허가쉰 취소 

시킨 수 있는 처분을 시행하는 NRC 원자로규제국장의 거부에 대한 검토 조치룹 요 

구헬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Rockford League of Women Voters v. U. S. Nuclear 

Ikgulatory Commission, 1982. 

Where petitioners, who challenged Atomic Encrgy Commission regulations 

primarily on the ground that the~' did not go "to lhc f비lest extent possible" in 

implement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in that they should have 

barrcd a11 land acquisition before issuance ()f an :-\EC construction pemlit. had 

rcfrained from participating in thc appropriate ;lI1cl éwailélble administrative 

214 



procedure, they were never parties to the rule-making proceedings and, under 

statute, th2 Court of Appeals was without jurisdiction of their petition. Gag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AEC 건설허가 발부 이전에 모든 토지 획득을 금지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NEPA 

조례뜰 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EC 법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원고가 

유효 적절한 행정절차에 참가거부를 했던 경우， 원고는 법규 제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고， 법규에 의해 항소법원에는 원고의 정원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Gage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3. 

Owners of property in proximity to proposed flaring of gas contained within 

cavity created by nuclear detonation and public benefit corporation asserting 

interests of all persons entitled to protection of their health and all persons 

entitlec\ to public benefit of natural resources of Colorado were among persons 

whose health and welfare this chapter directed the Commission to consider in 

the utilization of atomic resources and were persons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within the meaning of the relevant statute" and were entitled under 

Administrcl lÏve Procedure Act, sections 551 et seq. And 701 et seq. Of Title 5, 

10 .i udicial review of Commission ’s actions. Crowther v. Seaborg, 1970. 

핵-쪽딴사 생끼는 공꽁내의 가스 연소로 언한 화염 주 l켠에 있는 재산 소유주와， 보 

껴보호권옥 7.]년 지- 렛 Colorado의 천면자원으포 인한 해댁은 빈는 자의 이해관겨l 

단 대멘하는 대중 이익 엠언은， 원자력 이용시 NRC가 그 보건과 복지륜 고려하도 

꽉 본 chaptcr에서 지시하고 있는 대상에 속하며， 또 판펜 법ï-(-싱- 익영향음 딴는 대 

상이 1 이， 행정션차 조리] 551 젤(이하참조)과 701C이하찬조) ()f Title 5에 따라 NRC의 

사 멤 식 깎 ]갚춘 반욕 지 끽 이 있 는 대 상이 디 Crowther v. Seaborg, 1970. 

57. Moot qucslÏons 

PelÏtion 10 review Commission I s interim rule amending all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by suspending indefinitely deadline by which facilities 

would be required to complete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certain 

safety • related equipment was not mooted by promul닫ation of final rule , which 

established new compliance schedule for environmental qualification , where 

suspension ()f deadline under interim rule was 당ranted on basis of express 

findin당 that continued operation in absence of qualification would not pose undue 

risk to public health and safety so that interim rule, in addition to suspending 

deadlinc, had added effect of making safety determination upon which final rule 

was parlially prcdica1ed, validity of which remaincd a Iive issue reviewab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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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f appeal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57. 모의재판 질의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관련 기기에 대한 환경 인증을 갖춰야 하는 최종시한을 무기 

한 보류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발전소 운전 면허를 개정하려는 NRC의 임시 법안에 

대한 재심 청구는 최종 법안의 공포에 의해 문제 삼지 않았다. 최종 법안에는 환경 

인증에 대한 새로운 수용안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는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속적인 운전의 결과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명 

백한 판결에 근거하여 임시 법안상의 최종시한 보류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임시 법 

안은 최종시한 보류이외에도 최종 법안이 부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안전성 결 

정에 대한 효력도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은 항소법원에서 재고되어 

야 할 당면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58. Issues revicwable 

Adequacy of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s compliance with the Nalional 

Environmcntal Policy Act in any license proceedin다 is reviewable in Court of 

Appeals pursuant to this section. Susquehana Valley Alliance v. Three Mile 

Island Nuclear Reactor. certiorari denied. 1980. 

;")H. 깎또되어야 할 사안 

인허가 처분에서 NEPA에 대한 NRC의 준수여부는 본 젤에 따라 항소법원에서 재 

깎 도 펀 다. Susquehana Valley Alliance v. Three Mile Island Nuclear Reactor, 

ccrliorari denied. 1980.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had power to review finding 

of lhc Commission that owners of patents and invcntions wcre not entitled to 

award under former section 1811 of this title for alleged use of inventions in the 

atomic energy field. Fletcher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51. 

Columbia 지방항소법원은， 득허권 및 발[성권 소유자가 본 title의 이전 1811 절에 따 

라 윈지력 분야에서의 해당 발명권 사용 주장에 대해 겠定반음 권리가 없다고 결정 

한 NRC의 판결에 대한 재섞권욱 가지고 있디 Fletcher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51. 

;:)9. Scope of rcview Gencrally 

Court of Appeals' revicw of Nuclcilr Rcgulatory Commission (NR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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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whether it is in public interest to lift administrative stay that 

automatically attaches to initial authorization of full nuc1ear power license is akin 

to review of district court’ s gra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nd is properly 

confined to determining whether NRC abused its discretion. Com. of Mass. v. F 

S.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 1991. 

59. 검토 범위 총론 

전면적인 원자력 허가에 대한 일차 승인시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상의 유예 해 

제가 공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NRC의 결정을 항소법원이 재검토하는 것은 지방법 

원의 예비금지명령 승인을 재검토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때 재검토는 NRC의 직권 

넘-용 여부 결정에 국한된다. Com. of Mass. v. U. S. Nuc1ear Regulaton

Commission, 1991. 

Congress has given Commission considerable latitude to decide difficult questions 

which arise with respect to nuc1ear safety, and court of appeals will not undul~

circumscribe that latitude by placing unwarranted restrictions on agency revie\,. 

process. R0ckland County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의회는 NRC에게 원자력 언-전과 관련한 어려운 문세에 대해 많븐 갤정권플 부여하 

였고， 항소법원은 기관 검토 과정에 대해서 보증되지 않는 세한판 푼으료써 이라한 

섣정권블 부딩-하게 제한하지 않도꽉 한다. Rockland Counlv v. l.'. S. Nuclcélr 

Regulatory Commission. 1983. 

lf a challenge to the Commission ’s rate-making order claims lack of juslness or 

reasonableness, court of appeals determines only whether lhe ordcr itself. vie\vecl 

in its entirety , is within the zone of reasonableness. South Dakota Public 

lJ tilities Commission v. F.E.R.C. , 1982. 

-상정성 겹여나 불합리성을 이유로 NRC의 너l 율 신-정 빙팽에 대해 이의세기꽉 한 강 

우， 항소법원은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냉렁 자체가 합리적인지만윤 r결정 

한다. South Dakota Public lJtilities Commission v. F.E.R.C., 1982. 

60.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 

When Court of Appeals is considering petition for review of final order of 

Commission, court is guided by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 Rockland 

County v. U. S. Nuc1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 엮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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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NRC의 최종 명령에 대한 재검토 청원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임 시 기 준의 지 침 을 따른다. Rockland County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83. 

Based on review of licensee' s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public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by Nuclear Regulatory Comrnission staff, Commission did not 

act in arbitrary and capnclOUS manner in issuing source materials license 

amendment authorizing licensee' s on-site receipt and storage of contaminated 

soil from off-site locations, notwithstanding fact that licensee ’s decommissioning 

procedures were at variance with those described in proposed plan and that 

licensee used existing floor trenches to funnel water from demolition activities to 

available storage tanks instead of building lagoon to contain water as provided 

by stabilization plan. City of West Chicago, Illinoi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83. 

허가취득자의 폐로 절차가 당초 제안한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설과， 폭파 작 

업으로 인한 물을 저장 탱크까지 보내기 위해， 안정화 계획에 따른 building lagoon 

플 사용하는 대신 기존의 바닥 건조도랑을 사용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NRC 요 

원이 허가취득자의 사엽과 대중의 보건 및 안전， 환경에 대한 영향윤 검토한 것에 

근거하여， NRC는 허가취득자가 소외 오염 모양음 소내 수용- 렛 저장하는 갓윤 승 

인하는 선원항 룹전 인허가 개정안 발부에 있어서 꽉만적으로 행판하지 않았디 

City of Wcst Chicago , IIlinois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19써. 

Nuclcar R~gulatory Commission did not act arbitrarily or capriciously or abuse 

its discretion in not 당ranting state ’ s "Request to Institute a Proceeding and 

Motion to Moclify , Suspend or Revoke Special Nuclear Material License," despitc 

contention that plant for reprocessing spent nuclear fuel had been convcrtecl to 

long-term storage facility for nuclear waste where plant owner had not 

requested, and Commission had not issued, a long-term license for spent fuel 

storage and the existing short-term license for the facility would expire within 

approximately a year. People of State of IIlinois v. U. S. NucJear Re앙ulatory 
Commission, 1979.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시설 소유자가 요구하지 않은 폐기물의 장기 저장 시 

설로 전환되었다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NRC는 州가 요구한 ”특수 핵불젤 인허가의 

변경， 보류 및 취소에 대한 절차 및 행위 설립안”을 승인하지 않은데 있어서， 독단 

적으로 행동하지도 또는 직권을 넘-용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NRC논 사용후핵연료 

저장플 위한 장기 인허가와 1 년 이내에 시효가 소멸꽉 기존의 딘가 인허가펀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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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People of State of Illinois v. 

Commission, 1979. 

u. S. Nuclear Regulator~' 

ln light of substantial body of expert opmlOn favoring reliance on interim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light-water cooled 

nuclear power reactors pending Commission ’s decision on long-term 

requirements in nearly concluded rule-making proceedings , the Commission did 

not act arbitrarily or irrationally in denying shutdown petition which was 

grounded on premise that the effectiveness, as safety measures , of the 

emergency core-cooling systems of the reactors utilized at these plants had not 

been suitably established. Nader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5. 

완료 시점에 있는 볍규 제정 절차에서 장기 요건에 대한 NRC의 결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경수로 ECCS 임시 허용 기준에 대해 긍정작인 입장플 보이는 섣질적인 

전문가의 펀-점에서 보았을 때， NRC는 해당 발전소에 사용-된 원자로 ECCS 안전장 

치의 효과가 적절하게 엽풍되지 않았다는 것을 끈가쿄 k l] !]펀 웬지로 운전정지 4、l

침-달 거부함에 있어서， 독단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았디 Nader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75. 

61. Sta\'s 

A stay pending review of order of the Commission dcn~!ing rencwétl ()f‘ (! 

byproduct material license, would be denied in vicw of lélck of showing ()f 

stron당 probability that applicant would succeed on the merits , in view of lack of 

showing of ÍlTeparable m.l ury , and in view of lack of showing lhat stay 、\'oulcl

nol be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as involvcd in use of matcrial subject to 

regulatioJl by the Commission. Hamlin Testing Llboratorics , I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64. 

61. 유예 

허가선청자가 (유예로 인한) 해당 장점을 확실하게 임증하지 못하거나， 복구가 판가 

능한 피해룹 입증하지 못하거나， 혹은 NRC 규정의 적용플 받는 물질 사용과 관란 

하여 유예 상태가 공익에 해롭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산물 허가 재발부 

플 거부하는 NRC의 명령에 대한 재섬리중의 유예 상데는 취소원 수 였다. Hamlin 

Testing Laboratories, lnc. v. 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64. 

62. Remand 
If rccord before Nuclear Hegulatory Commission in conncction with its denial ()f 

cilizen petition requesting that Commission inslitutc pnlcceding to 1l1ocl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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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 or revoke license of nuclear reactor does not support agency action , if 

agency has not considered a11 relevant factors or if reviewing court cannot 

evaluate cha11enged agency action on basis of record before it, proper course,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is to remand for additional investigation or 

explanation; reviewing court is not genera11y empowered to conduct de novo 

inquiry and to reach its own conclusions based on such inquiry. Florida Power 

& Light Co. v. Lorion, 1985. 

62. 반송 
NRC가 원자로 인허가의 변경， 보류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제정해야 함을 요청한 

시민 청원의 거부와 관련하여， 이전의 기록상 해당 기관 조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 해당 기관이 관련된 모든 인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재섬법원이 이 

의 제기된 기관 조치를 이전 기록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 

나 설명을 위해 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재섬법원에는 처음부터 완전 

히 재심리할 집행권이나 이에 근거한 판결권이 없다. Florida Power & Light Co. 

v. Lorion , 1985. 

63. Waiver 

Unless no alternate relief is otherwise 건vailable， Court of Appeals will nol wé1 ivc 

its exclusivc .i urisdiction to review Environmental Protection Agcncv ordcrs 

under this chapter, and thus , where energy companies had ample opporlunil~' Lo 

challen당e regulati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ermissible doses of r< tdiation 

released from uranium fuel cycle operations but fé1 iled Lo do so in Lhe Courl of 

Appeals, district court had no jurisdiction to hear thc casc. Quivira Mining Co.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84. 

6;1. 가 권 

유정-한 대체 방안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본 chélptcr에 의해 EPA의 영냉애 대힌 

배타적 재심 사법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 회사는 우라늄 핵연 J=;_ 

주기 운전 시 방춤되는 허용 방사선링: 기준을 정하늑 규정에 대해 많은 이의 꿰기 

좋 했지만 항소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지방법원의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섞사 사법 

권 이 없 었 다. Quivira Mining Co. v.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1984. 

- 220 -



부록 3-2 Section 191 of AEA, 42 U.S.C. 2241 

원자력조례 191절 (42 U.S.C. 2241)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웬자랙 안전 및 인허 가보드 CASLB)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7(a) and 8(a)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establish one or mor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s, each comprised of three members, one of whom 

shall be qualified in the condu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two of whom 

shall have such technical or other qualifications a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to the issues to be decided, to conduct such hearings as the 

Commission may direct make such intermediate or final decisions as the 

Commission may authorize with respect to the granting, suspending, revoking or 

amending of any license or authorization under the prov\s\ons of this act, any 

olher )JrOV\SlOn of law, or any regulation of the Commission issued lhereunder. 

The Commission may delegate to a board such olher regulatory functions a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The Commission may appoint a panel of 

(]ualified persons from which board members may be selected. 

,1. 행정션차조례의 7(a) 및 8(a)절 규정에도 불구하고. NHC는 각. 3인으로 구성하는 

깐 가| 혹은 그 이상의 ASLB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디". :-3인 중 1 언은 행정적 차 

분뷰 주저l 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2언은 NRC샤 갤정(중간 흑은 최종)하여 

야 하는 사안에서， NRC가 요구하는 공정회 운영 i’1. 관넨하여 적절한 기술적 흑은 

시너 편요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NHC가 결정블 내려야 하는 사안은 웬자략조 

이1， 1섭령， 혹은 관런 규정에 따라 면허 흑은 허가의 승인， 보류， 취소， 수정과 관련 

펀 것이다. NRC는 적절하다고 여기변， 기타 디-륜 규제가능도 ASLB에 위인할 수 

있c]". NRC는 자격을 구비한 ASLB 위원단을 선정하여， 그 증에서 ASLB를 구성판 
:',::. q) cl -, ^λ l 

b. ßoard members may be appointed by the Commission from private life , or 

designated from the staff of the Commission or other Federal agency. Board 

members appointed from private life shall receive a pcr diem compensation for 

each day spent in meetings or conferences, and all mcmbers sha11 receive their 

ncccssary traveling or other expenses while engaged in the work of a board. 

The prov\s \Ons of section 163 shall be applicablc Lo board members appointed 

from privale l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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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LB 위원은 NRC가 민간인을 선정하거나， 혹은 NRC 및 기타 연방 기관-의 요 

원을 임명할 수 있다. 민간인 ASLB 위원은 회의 혹은 집회를 위하여 소비한 일 수 

에 따라 일당을 받으며， 모든 위원은 ASLB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를 제공 받는다. 민간인 ASLB 위원은 163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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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10 CFR Part 2, Rules of Practice for 
Domestic Licensing Proceedings and 
Issuance of Orders 
10CFR Part 2, 국내 인허가 처분 및 
명령 발부에 대한 행정절차볍 

Subpart A - • Procedure for Issuance, Amendment, Transfer, or Renewal 

of a License 

부절 A -- 면허의 발급， 개정， 이전 혹은 갱신을 위한 절차 

2.1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prescribes the procedures for issuance of a license; amendment of 

a license at the request of the licensee; and transfer and renewal of a license. 

2.1 00 범위 
본 부젤에서는 허가 발급， 허가취득지-의 요청으로 언한 허가 개정， 허가 이전 빛 갱 

선 등-의 젤차륜 규정한다. 

2.101 Filing of application. 

2.l01 선청서 제출 

(a)( 1)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or an amendmenl lo a license shall bc filed 

with thc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prescribed by the applicable provlslons of this 

chapter. A prospective applicant may confer informally with the staff prior to 

lhe filing üf an application. 

(a)( 1) 면허선청서 및 면허개정 신청서는， 사안에 따라， NRC의 원자로난제국장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에 게 제출한다. 허 가신 청 예 정 자는 선 청 서 

제출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NRC 담당자(staff)와 협의힐- 수도 있다. 

(2) Each application for a license for a facility or for receipt ()f \\'aste 

radioactive material from other person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disposal 

by the waste disposal licensee wiU be assigned a docket number. However. to 

allow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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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license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is complete and 

acceptable for docketing , it will be initially treated as a tendered application after 

it is received and a copy of the tendered application will b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in the Commission ’s Public Document Room, 2120 L Street, NW. , 

Washington, D.C. Generally, that determination will be made within a period of 

thirty (30) days. However, in selected construction permit applications , the 

Commission may decide to determine acceptability on the basis of the technical 

adequacy of the application as well as its completeness.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pursuant to 22.104(a) , will direct that the notice of hearing be 

issu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application has been tendered, and the 

determination of acceptability will generally be made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or docketing and other requirements for applications pursuant to part 

61 of this chapter, see paragraph (g) of this section. 

(2) 각 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서， 혹은 폐기불처분 허가취득자가 상엽적 처분을 목 

작으로 방사성물질을 인수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서는 분서번호(docket number)룬 

할당 받는다. 그러나， 생산 및 이용 시설의 건설허가나 운전면허 선청의 경우， 선창 

서가 문서번호를 부여하기에 완전한지 그 채택가능성플 결정하기 위해， 선청서룹 

수령하고 ‘닐단은 ”제출된 신청서 (tendered application)"로 취급하며， 그 사본판 워싱 

톤에 위치한 NRC 문서열람설 (Public Document Room)에 공람하게 된다. 보콩 문서 

맨호 부여의 결정은 30멸 이내로 결정된다. 그러나. 인부 건섣허가 선청의 경우‘ 

NRC는 선청서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기숭적 충분성을 근거로 문서번호 부여 여부꽉 

낀정한다. 그러한 경우， NRC는 22.1 04(a) 에 따라， 선칭서가 세월된 후 가능한 빨리 

공칭회 개최 동고를 받급하도록 지시하고， 그 채택여부는 열반작으로 60힐 이내로 

섣성펀디 

(:i) If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 as appropriate, determines that a tendered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operating license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 

and/or any environmental report required pursuant to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or part thereof as provided in paragraphs (a)(5) or (a • 1) of this 

section are complete and acceptable for docketing , a docket number will be 

assigned to the application or part thereof, and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of 
the determination. 

(3) 민-일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건설허가 혹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제출된 선청서” 및 lOCFR51의 부절A나 본 첼 단락a(5) ， (a- 1)에 의거 

요구되논 환경보고서(ER: Environmental Report)가 문서번호 부여에 와션하고 채 ξ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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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 신청서에 문서번호Cdocket number)를 할딩-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그 결정을 통고한다. 

(5) An applicant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which is subject to ~ 51.20(b) of this chapter, and is of the type specified in ~ 

50.21 (b) (2) or (3) or ~ 50.22 of this chapter or is a testing facility may submit 

the information required of applicants by part 50 of the chapter in three parts. 

One part sha11 be accompanied by the information required by ~ 50.30( f) of this 

chapter, another part sha11 include any information required by ~ 50.34(a) and, if 

applicable, 9 50.34a of this chapter and a third part sha11 include any information 

required by 950.33a. If it is deterrnined that any one of the parts as described 

above is incomplete and not acceptable for processing,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wi11 inform the applicant of this determination and the respects in 

which lhe document is deficient. 

(5) ~ 5 1.20Cb) 이 적용되고. S 50.2Hb)(2) , (3) 혹은 ~ SO.22에 기술된 유형인 생산

-학븐 이용시설， 혹은 시험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선칭자는 lOCFR50에서 허가선정 

자에 서l 요구하고 있는 자료룹 세 부분으로 제출할 수 였다. 첫 번째 부분은 § 

;,)O.:-lO( f)에서 요꾸한 자료이며， 두 번째 자료는 S 50.:14(a) 와 ~ 50.34a에서 요구한 자 

ik이 ul ， 세 번째 자료는 9 ;，)0.33a에서 요구한 자료이다. 싱가 지-표뜰 중 어느 하나 

바도 꽉완전하거나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않디-고 깐정하면， 원지-로규세국장 촉븐 핵 

깐깐 렛 안전 jS 지 E극장븐 허가선정자에게 이 갤정유 핑꾀하여 그 분서가 부속한 부 

으
 
딘
 

u 

τ
 

인→닫l 준디-

(a 1) Earlv consideration of site suitability issucs. An applicant for éI 

construction pcrmit for a utilization facility which is subject to S 51.20(b) of this 

chapter and is of the type specified in 950.21(b) (2) or (3) or S SO.22 ()f this 

chapter or is a testing facility , may request that the Commission conduct an 

early review and hearing and render an early partial decision in accordance with 

subpart F on issues of site suitability within the purview of the applicable 

provlSlOns of parts 50, 51 and 100 of this chapter. 1n such cases , the applicant 

for the construction permit may submit the information required ()f applicants by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 three or (in the case of nuclear power reactors) 

four p,lrts. 

(é:1 •1) 부지 작합성 사안에 대한 조기 고려. ~ 5 1.20(b) 이 적용되고， S 50.21 (b)(2) , 

(:)) 흑븐 ~ 50.22에 기술된 유형인 생산 흑은 이용시션， 흑은 시험 시설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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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허가 신청자는 NRC가 사전 검토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lOCFR 50, 51 , 100의 적 

용-가능한 조항들의 범위 내에서 부지 적합성 문제에 대한 부절 F에 따른 조기 부분 

결정을 내리도룩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건설허가 신청자는 3 혹은 (전력용

원자로의 경우) 4 부분으로 구성된 요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Part one shall inc!ude or be accompanied by any information required by ~ 

50.34(a)( 1) and 50.30(f) of this chapter which relates to the issue(s) of site 

suitability for which an early review, hearing and partial decision are sought, 

except that information with respect to operation of the facility at the pro.i ected 

initial power level need not be supplied, and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 50.33 (a) through (e) and 50.37 of this chapter. 

(1) 첫번째 부분에는 사전 검토， 공청회， 부분 결정을 바라는 부지 적합성 사안과 

관랜하여， lOCFR ~ 5O.34(a)( 1), 50.30(f)에서 요구한 자료를 포함한다. 예상 초기출력 

수준의 시설 운전과 관련펀 자료는 제외하며， ~ 50.33 (a)에서 (e)까지 그리고 § 

50.~-37에서 요구한 자료는 포함한다. 

(2) Parl two shall includc or be accompanied by the remammg informatÍon 

required by ~ 50.30(f), 50.33 and 50.34(a)( 1) of this chapter. 

(2) 두밴째 부분에는， ~ 50.~-m(f)， 5CU3, 50.34(a)( 1)에서 요구한 나머지 지-료팍 포힌

한t:]- . 

C-3) Part three shall include the remammg information rcquired by ~ 50.34a and 

(in Lhe case of a nuclear power rcactor) 50.34(a) of lhis chaplcr. 

(:-3) 세밴째 부분에단， ~ 50.34a에서 요구한 나머지 지-파판 포함한다. 그라고 전꽉용

원자토의 경우， lOCFR50.34(a)에서 요구한 지-료륜 포함한디 

(4)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part two or part three shall be submitted 

during the period the partial decision on part one is effective. Submittal of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part three may precede by no more than six months or 

follow by no more than six months the submittal ()f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part two. 

(4) 두밴째 흑은 세번째 부분에서 요구한 자료는 첫번째 부분에 대한 부분결정이 

유효한 기간 증에 제촬하σl 야 한다. 세번째 부분에서 요구한 지-료의 제출은 최대한 

6개윈 이전에한은 누밴째 부분에서 요구한 자갚의 세꽉 후 6개원 이내에 이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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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5) Part four, which is only required when the application is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a nuclear power ‘reactor, shaU include any information required by ~ 

50.33a ()f this chapter and shall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time periods 

specified in ~ 50.33a. 

(5) 네번째 부분은， 전력용 원자로의 건설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요구되며， lOCFR의 

~ 50.33a에서 요구한 자료를 포함하며， ~ 50.33a에 명시한 기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f)( l) Each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receive and posses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t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pursuant to part 60 of this 

chapter and any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required in connection therewith 

pursuant to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lslOns of this paragraph. 

(f)(1) lOCFR60에 준하여， 허가신청자가 지중저장시설에 고준위방사성폐기불블 수 

턱 서장하고자 하는 각 선청서 및 lOCFR51 부섣 A에 준하여， 요구하는 환경영향 

진슛서 m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본 민 락의 조항에 따라 처 리 한디 

(2) 1'0 allow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 is complete élnd 

(IcceplabJe f()r docketing , it will be initially treated as a tendered document. and 

a copy v'ill b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in lhe Commission ’ s Public 

Document H.oom. Twenty copies shaU be filed to cnablc this determination to be 

made. 

(2) 선칭서가 문서변호뜰 부여하기에 완전하고 채택가능한지룹 결정하기 위해， 잊틴

선칭서는 ”제출된 문서”로 취급되고， 그 사본은 NRC의 문서열란섣에서 공란하도꽉 

한다. 20부의 사본플 제작하여 이 결정을 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디 

(3) If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determines that 

the tcndered document is complete and acceptable for docketing , a do마et 

numbcr wiU be assigned and the applicant wiU be notified of the determination. 

If it is determined that aU or any part of the tcndered document is incomplete 

é\nd therefore not acceptable for proccssing, the applicant wiU be informed of 

lhis determination and the respects in which the documcnt is defici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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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그 ”제출된 문서”가 문서번호를 부여하기에 완 
전하고 채택가능하다고 결정하면， 문서번호가 할딩-되고 허가신청자는 그 결정을 통 

고 받는다. 만일 그 ”제출된 문서”의 전체 혹은 일부가 불완전하고 따라서 채택가능 

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허가신청자는 그 사설 및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원인을 통 

보 받는다. 

(5) If a tendered document is acceptable for docketing, the applicant will be 

requested to (i) submit to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such additional copies of the applic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s the regulations in part 60 and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require, (ii) serve a copy of such applic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on the chief executive of the municipality in which the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is to be located, or if the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is 

not to be located within a municipality, on the chief executive of the county (or 

to the Tribal organization, if it is to be located within an Indian reservation) , 

and (iii) make direct distribution of additional copies to Federal, State, Indian 

Tribe, and local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rittcn instructions from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당uards. AIl such copies shall be completely assembled documents , identified 

by docket number. Subsequently distributed amendments to the application, 

however, may include revised pages to previous submittals and, in such cases, 

thc recipients will be responsible for inserting the reviscd pagcs. 

(~) 1간인 ”제첼된 문서”에 분서밴호 부여가 수락되만， 허가신청지-에게 디-유욕 요칭 

가! 펀디 (i) 핵불질 및 안전조치국장에게 펠요한 수민-픔의 선청서 및 10CFR60 및 

lOCFH51 부절 A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진술서 추가 사본플 송달한디 

(6) The tendered document will be forma l1y docketed upon receipt by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of the required additional 

copies. The date of docketing shall be the date when the required copies arc 

received by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Within ten 

(10) days after docketing, the applicant shall submit to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 written statement that distribution of the 

additional copies to Federal, State, Indian Tribe, and local officials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ritten 

instructions fumished to the applicant by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Distribution of the additional copies sha l1 be deemed to bc 

complelc as of the time the copies are depositecl in themail or with a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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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id for delivery to the designated addressees. 

(6) 그 ”제출된 문서”는 핵물칠 및 안전조치국장이 요구된 수만람의 추가의 사본플 

수령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문서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8)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will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docketing which identifies the State 

and location at which the proposed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would be 

located and will give notice of docketing to the governor of that State. The 

notice of docketing wi l1 state that the Commission finds that a hearing is 

required in the public interest, prior to issuance of a construction authorization, 

and wi l1 recite the matters specified in ~ 2.104(a) of this part. 

(8)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제안된 지중저장시설이 위치할 주 및 지역플 나타내 

는 문서번호 부여 통고를 연방관보에 공포하고， 해당 주정부의 주지사에게 이 동고 

륜 보낸다. 이 통고에는 NRC의 판단에 따라 건설허가츰 발급하기에 앞서 인반 대 

중의 이익을 위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플 언급하고， ~ 2.104( é\)에 가숨된 사안윤 

띤가한다. 

(g) Each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receive radioactivc waste fro1l1 othcr 

persons for disposal under part 61 of this chaplcr and the acco1l1\x \l1 ying 

environmental report sha11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Jrovlslons ()f this 

paragraph. 

(g) lOCFR61 에 다른 방사성폐기물 수탁 허가 선칭 및 부가되는 후1 정보고서는 복 

딘-펙一의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S)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will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docketing which identifies thc Stale 

and location of the proposed waste disposal fεlcility and will givc nolÎce ()f 

docketing to the governor of that State and other officials listed in paragraph 

(g)(3) of this section and, in a reasonable period thereafter, publish in thc 

Federal Register a notice pursuant to ~ 2.105 offering opportunity to request a 

hearing to the applicant and other affected persons. 

(5)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제안 폐기물처분시설이 위치할 주를 나티-내는 문서 

띤호 부여 통고를 연방관보에 공포하고， 문서변호륜 해딩 주의 주지사나 념당 공무 

원에게 통고하고， 그 이후 적절한 기간 내에 ~ 2.10[)에 {[]-과 허가선칭지→ 빗 가티- 영 

229 • 

"，‘‘---‘‘，~-----“-‘…~“'--'-'-~…-←ε-- ←샤←_._-"._-----→，--‘-‘---↓ 



향받는 개인들에게 공청회를 요청할 기회가 있음을 통고한다. 

2.102 Administrative review of application. 

2.102 신청서에 대한 행정적 검토 

(a) During review of an application by the staff, an applicant may be required 

to supply additional information. The staff may request any one party to the 

proceeding to confer with the staff informally. 1n the case of a docketed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facility , the 

staff shall establish a schedule for its review of the application, specifying the 

key intermediate steps from the time of docketing until the completion of its 

revlew. 

(a) NRC 담당자는 신청서를 검토하는 중， 허가신청자에게 추가의 자료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담당자는 어떤 처분당사자라도 비공식적으로 협의차 

회의를 갖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건설허가 및 운전면허의 문서번호가 부여된 선칭 

서의 경우， 담당자는 겸토 얼정을 확정하게 되며， 문서번호 부여 이후부터 검토완료 

까지의 주요 중간 단계를 확정하게 된다. 

(b) The Director of NucJ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wiU refer the docketed application to the 

ACHS as required by law and in such additional cases as he or lhe Commission 

may determine to be appropriate. The ACRS wiU rcnder to the Commission onc 

or more reports as requircd by law or as requested by the Commission. 

(b)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분서변호가 부여된 선정서가 

법적으로 요건에 따라， 그리고 자선 혹은 NRC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적절하디→고 전 

정한 경우에， 그 신청서를 ACRS에 회부한다. ACHS는 볍적으토 요건에 따라， 그리 

고 NRC 요건에 따라， NRC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한디 

(C) The Director of NucJ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J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will make each report of the ACRS a 

part of the record of the docketed application, and transmit copies to the 

appropriate State and local officials. 

(c)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ACRS의 각 보고서를 문서번호 

가 부여된 신청서의 일부로 편입하고， 사본뜰을 해딩- 주정부 렛 지 1상 공무웬뜰에게 

송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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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d)(2)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잔， as appropriate, wiU refer and transmit a copy of each docketed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an operatÍng license for a utilization or 

production facility under section 103 of the Act to the Attorney General as 

required by section 105c of the Ac t. 

(d)(l) 본 절 단락 (d)(2)에 제시된 것 이외에，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 

조치국장은 원자력조례 103절에 따라 생산 및 이용 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전면허에 

대한 문서번호가 부여된 신청서의 사본을 원자력조례 105c절 요구에 따라 법무장관 

에게 송달한다. 

(2)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d)( l) of this scction do not apply to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under 

section 103 of the Act for which the construction permit was also issued under 

section 103, unless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c다ulation or thc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c, determines, after 

cO l1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nd in accorclance with ~ 2.101 (C) , that 

such review is advisable on the ground that significant changcs in the licensee' s 

élctivities or proposed activities have occurred subsequent to lhc previous review 

()f thc Attorney General and the Commission undcr sc、ction I05c of thc Act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permi t. 

CZ) 웬지로규제국장 혹은 핵불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띤 llL;상:.，'!-~'l 혐의한 후 그리고 

~ 2.10 1(e)( 이는 주로 팍접금지 (antitrusU 관떤 문제와 :L에 대한 검토로 이부어침) 

에 따라서， 법무장관과 NRC가 이미 건설허가와 판덴하여 AEA l05c선에 의가 섞도 

한 것을 전제로， 허가취득자의 사업에 증대한 변화(주갚 꽉점 ~jL^l 관-떤)가 벤생하였 

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할 만 하다고 겸정하지만 않판디-띤， 본 첼 단렉. (C\)(l)의 

요건뜰은 AEA 105c절에 의거 건설허가가 발급된 생산 렛 이용 시섣에 대한 운산 

면허 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c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wiU cause the Attorney General ’ s advicc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d)( 1) of this section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promptly upon receipt, and will make such advice a part of the 

record in any proceeding on antitrust matters con c\ uc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05c(5) and section 189a of the Ac t. Thc Dircclor of NucJeélr Hc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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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 as 

appropriate, will also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that 

the Attorney General has not rendered any such advice. Any notic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pursuant to this subparagraph will also include a notice of 

hearing, if appropriate, or will state that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may , pursuant to and in accordance with S 2.714, file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and request a hearing on the antitrust aspects 

of the application. The notice will state that petitions for leave to intervene and 

requests for hearing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notice. 

(3)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본 절 단락(d)( l)에 따라 법무 

장관의 권고를 수령하고 즉시 연방관보에 이를 공포하고， 이 권고를 AEA 105d5l 

절과 189a절에 따라 수행되는 독점금지 문제 관련 처분기록의 한 부분으로 사용한 

다.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또한 볍무장관이 어떤 권고륜 

내리지 않을 경우 그것도 연방관보에 통고한다. 본 단락에 따라 연방관보에 공포하 

는 모든 통고에는 만약 적절하다면， 공청회 개최 등고 또한 포함하게 하며， 이해 당 

사자가 선청서에 독점금지 측면에서 개입 선청 흑은 공청회 개최륜 요청할 수 있디

는 것을 알린다. 그 동고에서는 개입 선청 및 공청회 개최환 그 공포 이후 :iO인 이 

내 용-정하여야 한다는 것플 언급한다. 

2.103 Action on applications for byproduct, source. special nuclear material. é1 nd 

operator licenses. 

2.1 03 부수물질， 방사선원， 꽉수핵물질， 운전윈 변히에 관한 조치 

(bl If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car Méltcri ,t1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finds thal an application does not compl~'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ct and this chapter he may issue a noticc ()f 

proposed denial or a notice of denial of the application and inform the applicant 

in writing of: 

Cb) 만일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신청서가 AEA 및 10CFR 

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서의 거부제인- 혹은 거부에 대한 

통고를 발급할 수 있고， 허가선청자에게 다음음 서면으로 똥고한다. 

C 1) The nature of any deficiencies or the reason for the proposed denial or lhc 

denial. and 

(1) 거부제안 및 거부플 하게 된 사유 및 띠 u] 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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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ight of the applicant to demand a hearing within twenty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lce. 

(2) 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그 통고에서 기술한 기한 이내로 공청회륜 요청 

할 수 있는 허가신청자의 권리 

Hearing on Application -- How Initiated 

선청서에 대한 공청회 개시 

2.104 Notice of hearing. 

2.104 공청회 개최 통고 

(a) 1n the case of an application on which a hearing is required by the Act or 

this chapter, or in which the Commission finds that a hearing is required in the 

public interest, the Secretary will issue a notice of hearing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s required by law at least fifteen (15) days, and in the 

casc of an “pplication concerning a construction pcrmit for a facility of thc type 

described in ~ 50.2 1C b) or ~ 50.22 of this chaptcr or a tcsting facility , at least 

thirty (30) days , prior to the datc set fo아)πr he앉않élIπr띠. 

tI네hc case of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a facility of thc type 

describcd in ~ 50.22 of this chapter, or a testing facility , the noticc (othcr than a 

notice pursuant Lo para암raph (d) of this section) Shédl be issued élS s()on é1S 

practicable aftcr the application has been docketcd: Providcc!, ThaL if thc 

Commission, pursuant to ~ 2.101(a)(2) , decides to c!ctcrmine Lhc acceptεlbility of 

the élpplication on the basis of its tcchnical adequacy élS wcll as complcLcness, 

Lhe notice shall be issucd as soon as practicable élftcr thc é1 pplication has been 

tendered. The notice will state. 

(a) AEA 혹은 10 CFR에 의거 공청회가 요구되거나， 꽉은 NRC가 판단하기에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선청서의 정우， 행정판 (Secretary ) 

은 법에 따라 최소 15일 이내로 연방관보에 공청회 개최륜 공포하며， 10 CFR~ 

50.21(b) 혹은 ~ 50.22에 기숨된 유형의 시설 및 시험 시설에 대한 건섣허가 선창의 

경우， 그 광고에서 켈정한 공청회 일지-로부터 최소 :.m엘 이내로 공청회 개최를 공 

포한다. 민-일 ~ 50.21(b) 혹은 ~ 50.22에 기술된 유형의 시설 흑븐 시험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선청에 관-한 공칭회 개최 콩고에서， 인치 공칭회의 임자 및 장소 강욕 기 

쉰긍하지 않으띤， 최소 30인 이내펴 ] 공칭회의 인지 및 장소꽉 인-리까 ~L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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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를 연방관보에 공포한다. 이 공포 이후， 공청회 주재자는 열차 공청회의 시작음 

이후의 일자로 재조정하거나 휴회된 공청회를 재개할 수 있다. 부가하여， S 50.22에 
기술된 유형의 시설 및 시험 시설의 건설허가의 경우， 동고(본 절 단락 (d)에 따른 

통고는 제외)는 신청서가 문서번호가 부여된 이후 가능한 빨리 발급되어야 한다. 

단， 만일 NRC가 92.101( a)(2)에 준하여 그 신청서의 채택여부를 그 완전성과 기술 

적 완성도에 기초하여 결정하게 되면， 그 동고는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가능한 빨 

리 발급되어야 한다. 그 통고에서는 다음을 언급한다. 

(1) The time, place, and nature of the hearing anψor prehearing conference, if 

any, 
(2) The authority under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3) The matters of fact and law to be considered; and 

(4) The time within which answers to the notice shall be filed. 

(1) 공청회의 시간， 장소， 성격， 그리고 만약 있다면， 예비공청회 회의 

(2) 공청회를 개최할 당국 

(3) 고려하여야 할 사실 및 법령 

(4) 동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기한 

(b)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éI facility on 

which the Act requires a hearing , the notice of hcaring wil l. exccpt as providccl 

in paragraph (d) of this secLion é1nd unless thc Commission clctermines 

olherwise, state, in implementation of paragraph (a)(;-l) of lhis s(、이ion: 

(b) AEA에 따라 공청회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건섣허가- 선칭의 경우， 공낀회 개 

최 동고에서는， NRC의 결정이 그와 다르지 않다만， 본 선 단렉- (d)에 제시된 경우 

는 제외하고， 본 절 단락 (a)(3)을 이행하기 위해 디-유유 인-렌디 

(1) That, if the proceeding is a contested proceeding, the presiding officer will 

consider the following issues: 

(i) Whe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950.35(a) ()f this chaptcr: 

(ii) Whether the applicant is technically qualified Lo design and construct the 

proposed facility; 

(iii) Whether the applicant is financially qualified to design and construct the 

proposed facility; 

(iv) Whether the issuance of a permi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wiU bc 

inimical to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v or to thc health éll1d safetv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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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f the application is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a nuclear power reactor, a 

testing facility , a fuel reprocessing plant, or other facility whose construction or 

operation has been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whether,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the construction permit should be issued as proposed. 

(1) 처분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한다. 단， (i) 

에 서 (iv)까지 의 사안뜰은 AEA에 준하는 사안이 고， 문제 (v)는 NEPA에 준하는 사 

안이다. 

(i) lOCFR ~ 50.35(a) 규 정 의 준수 여 부 

(ii) 허가신청자의 제안 시설 설계， 건설 기술적 자격의 유무 

CiiD 허가신청자의 제안 시설 설계， 건설 재정적 자격의 유무 
(iv) 시설 건설허가 발급이 안보 및 대중 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 여부 

(v) 전력용 원자로， 시험 시설， 핵연료재처리시설의 건설허가 선청， 혹은 그 건설 및 

운전으로 인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NRC가 결정한 기더- 시설 

의 건설허가 선칭인 경우， lOCFR51 부젤 A의 요건판에 따라， ~1l인- 컨설허가의 반 

급 여부 

(2) That, if lhe proceeding is not a contested procceding, thc presiding officcr 

will determinc: 

(i) Without conducLing éI dc novo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whelhcr lhc 

application and the rccord of the proceeding contain sufficicnt information , and 

lhc review of thc application by lhe Commission ’ s slaff has been adcquéltc lo 

support affirmativc findings on (b)( 1) (i) through (iii) specificd in lhis seclion 

é1 nd él negalivc findin심 on (b)(I)(iv) specificd in this section proposcd lo bc 

madc and the issuance of the conslruction permil proposed by the Director ()f 

Nuclear Rcactor Re당ulation or Director ()f Nuclcar Material Safcty and 

Safe당uards ， as appropriate, and 

<ii) If the application is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a nuclear power reélctor, a 

testing facility , a fuel processing plant,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 or othcr 

facility whose construction or operation has been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to have a significant impacl on the environment, whether the review conducted 

by thc Commission pursuant to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L (NEPA) 

has been ade디uate. 

(2) 처분이 이의선청이 없는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디유플 결정한다. 

(i) 선칭서에 대한 평가륜 처유부더 다시 수행하지 않고， 디유관 겸정한디 선칭서 

렛 처분;;]꽉이 충분한 지-꾀-단 포함하고 있뉴는 여부. 선칭서에 대한 NRC 딘당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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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본 절 

의 (b)( 1)( i )에서 ( iii )까지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 및 본 절 (b) (l )(iv)에 대한 부정 

적인 결론을 내리고 건설허가를 발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여부. 

(ii) 전력용 원자로， 시험 시설， 핵연료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의 건설허가 신 

청서， 혹은 건설 및 운전으로 인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NRC 

가 결정한 기타 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의 경우， NEPA에 준하여 NRC가 검토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 

(3)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ceeding is contested or uncontested, the 

presiding officer w i1l, in accordance with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i)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2) (A) , (C) and (E)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have been complied with in the proceeding; 

Cii) Independen t1y consider the final balance among conflicting factors contained 

in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ction to be taken; and 

(iii) Detel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permit should be issued, denied, or 

appropriately conditioned to protect environmenlal \',!Iues. 

(3) 처분이 이의선청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공칭회 주재자는 lOCFR51 부션 A에 

따라， 

(i) NEPA 102(2) (A) , (C) 및 (E)첼과 IOCFR51 부깐 A익 요건단이 二l 처분에서 

준수되었는가륜 결정한디 

(ii)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꽉 결정하기 위해， 처분의 가꽉에 포함된 상충되는 인자뜰 

낀-에 최종적인 균형을 고려한다 

( ii i) 환경적 가치륜 보호하기 위해， 건설허가륜 반잔， 가 JIL ， 석전히 조정할 지륜 겸 

정한다. 

(c)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in which a hearing will 

be held , the notice of hearing will , except as pn)\'iclecl in paragraph (cl) of this 

section and unless the Commission determines otherwise, state, in 
implementation of paragraph (a)(3) of this scction , that the presiding officer will 

consider any matters in controversy among the parties and may , where he or 

she determines that a serious safety , environmental , or common defense and 

security matter has not been raisecl by lhe partics , consider such other matter 

within the purview of: 

(c) 공청회가 개최되는 운전면허 선칭의 경우， 공칭회 개최 팡고에는， NHColl 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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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본 절 단락(d)은 제외하고， 본 절 단락 (a)(3)을 이행하 

기 위해， 공청회 주재자는 당사자들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을 검토하고， 중 

대한 안전， 환경， 안보에 관한 사안이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다고 결정하 

면， 다음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안들을 고려한다고 일린다. 

、Yi ll

the 

as 

IS 

be substantially completed on a timely basi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llJction 

permit and the application as amended, the provIslons 

regulations in this chapter; 

(2) Whether the facility will operate in conformity with the 

amended,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 regulations in this chapter; 

Whether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i) That the activities 

facility 

and 

appli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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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assurance that constllJ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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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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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uthorized by the operating license can be conducted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ii) that such activities 

compliancι with the regulations in this chapter; 

(4) Whether the applicant is technically and financially C]ualified to engage in the 

aclivities to be authorized by the operating licens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n this chapter, except that the issue of financial qualification 

not be considered by the presiding officer in an operating license hearing if the 

applicant is an electric utility seeking a license Lo operate a utilization facilit~. ()f 

thc type described in ~ 50.21 (b) or ~ 50.22; 

Whether the applicable provlslons of part 

r , U 

without endangering the 

will be conducted in 

shall 

to (3) 

becn havc、chapter of this 140 (S) 

satisfied; 

the 

(6) Whether issuance of the license wiU be inimical to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or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7) If the application is f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nuclear power reactor. a 

testing facility , or a fuel reprocessing plant, or other facility whose operation h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environment, whether,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the operating license should be issued 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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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러한 작업들이 lOCFR의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수행. 

(4) 허가신청자가 운전면허에 승인된 작업들을 lOCFR 규정들에 따라 수행할 기술 

적， 재정적 자격의 유무. 단， ~ 50.2lCb) 혹은 ~ 50.22에 기술된 유형의 시설에 대한 

운전면허를 원하는 허가신청자가 전력회사인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운전면허 공청 

회에서 재정적 자격에 대한 고려사항은 제외한다. 

(5) lOCFR140의 적 용가능한 규정 의 충족 여 부. 

(6) 면허의 발급으로 인하여 공공의 방어 및 안위 혹은 일반 대중의 보건 벚 안전 

에 영향 유무. 

(7) 전력용 원자로， 시험 시설， 핵연료재처리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 혹은 운전으로 

인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NRC가 결정한 기타 시설의 운전면 

허 신청서의 경우， lOCFR51 부절 A의 요건들에 따라 운전면허가 제안된 대로 발급 

되어야 하는지 여부. 

항목 (1)에서 (6)까지의 사안들은 AEA에 준하는 사인-플이고， 항목 (7)은 NEPA에 

준하는 사안이다. 

(d) In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facility on which a hearing is required by the Act or this chapter, or in which 

the Commission finds that a hearing is required in the public interest to 

consider the antitrust aspects of the application , the notice of hearing wil l. 
unless the Commission determines otherwise, state. 

(d) AEA 흑은 lOCFR에서 꽁청회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혹은 분전면허 

선청의 경우， 혹은 공공의 이익 측띤에서 독점금지 관점플 고려하기 위해 공청회가 

편요하다고 NRC에서 판단한 경우에， 공청회 개최 풍고에서는 다유윤 알린디. 

(1) A time of the hearing , which will be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receipl 

of the Attorney General's advice and compliance with sections 105 and lR9a of 

the Act and this parL 

(2) The presiding officer for the hearing who shall be either an administrative 

law judge or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or by the Chief Administrative Judge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3) That the presiding officer will consider and decide whether the activities 

under the proposed license would create or maintain a situation inconsistent with 

the antitrust laws described in section 105a of the AcL and 

(4) That matters of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and common defense and 

security, and matters raised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T 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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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will be considered at another hearing if otherwise required or ordered to 

be held, for which a notice will be published pursuant to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Commission. 

(1) 공청회 일자; 공청회 일자는 법무장관의 권고를 수령한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 하도록 하고 AEA 105, 189a 절 및 lOCFR를 준수해 야 한다. 

(2) 공청회 주재자; 공청회 주재자는 행정법 판사， 혹은 NRC가 설립한 ASLB, 혹은 

ASLB 패널의 주심행정판사가 된다 

(3) 공청회 주재자는 제안된 면허 하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AEA 105a절에 의거， 

독점금지 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지속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사실-
(4) 방사학적 보건 및 안전 혹은 공공의 방어 및 안위의 사항과 NEPA 하에서 제기 

되는 사항이， 만약 다른 요구 및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절 (a) , (b) 단 
락에 따라 별도의 공청회 개최가 공포되어야 한다는 사섣. 

(e) The Secretary will give timely notice of the hearing to all parties élnd to 

other persons, if any, entitled by law to notice. Thc Secretary will transmit a 

notice of hearing on an application for a licensc f()r i:I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 for a license for receipt of waste radioactivc material from other pcrson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disposal by the \Vélstc disposal liccnsec. for a 

license under part 61 of this chapter. for “ Iiccnsc to receive and posses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t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pursuant to 

part 60 of this chapter, and for a license under part 72 of this chapter to 

acquire. receive or possess spent fuel for the purpose of storage in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CISFSIl to thc governor or other 

él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and to the chief cxecutive of Lhe municipality in 

which the facility is to be located or the activity is to bc conducted or. if thc 

facility is not to be located or the activity conducted within a municipality. to 

the chief executive of the county (or to the Tribal organization, if it is to be so 

located or conducted within an lndian reservationL The Secretary will transmit a 

notice of hearing on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under part 72 of this chapter to 

acquire, receive or possess spent fuel , high-level radioactive waste or radioactive 

material associated with high-level radioactive waste for the purpose of storage 

in a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installation (MRS) lo the same persons who 

received the notice of docketing under S 72.16(e) of Lhis chélpter 

(e) 행정관은 공청회 개최 통고를 법에 따라 모든 딩사지- 떳 :;j 타 개인윤괴- 해탕 

주지사， 공무원， 지맹-자치단체장 등에게 정해진 기한 이내파 송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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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Notice of proposed action. 

2.105 제안 조치사항의 통고 

(a) If a hearing is not required by the Act or this chapter, and if the 

Commission has not found that a hearing is in the public interest, it will, prior 

to acting thereon,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proposed action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for. 

(a) 만일 AEA 혹은 lOCFR에서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고， NRC가 판단하기에 공청 

회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면， 다음의 신청서에 관한 제안 조치사항의 통고를 그 

조치 이전에 연방관보에 공포한다. 

(1) A license for a facility; 

(2) A license for receipt of waste radioactive material from other person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disposal by the waste disposal licensee. AlI licenses 

issued under part 61 of this chapter shall be so noticed; 

(3) An amendment of a license specified in paragraph (a) (1) or (2) of this 

section and which involves a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4) An amendment to an operating \icense for a faci\ity licensed under ~ 50.21(b) 

or ~ 50.22 of this chapter or for a testing facilit~，. as follows: 

(i)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under ~ 503i of this chapter that thc 

amendment involves no significant hazards considcration, though it will provide 

notice of opportunity for a hearing pursuant to this section ‘ it maγ make thc 

amendment immediately effective and grant a hearing thereafter; or 

(ii)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under ~ ~ 50.58 and 50.91 of this chapter that 

an emergency situation cxists or that exigent circumstances exist and that the 

amendment involves no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 it will provide notice of 

opportunity for a hearing pursuant to ~ 2.106 (if a hearing is requested, it wi\l 

be held after issuance of the amendment); 

(5) A license to receive and posses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t a gco\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pursuant to part 60 of this chapter; 

(6) An amendment to a license specified in paragraph (a)(5) of this section, or 

an amendment to a construction authorization granted in proceedings on an 

application for such a license, when such an amendment would authorize actions 

which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7) A license under part 72 of this chapter to ac디uire ， receive or possess spent 

fuel for tf!e purpose of storage in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ISFSD or to acquire, receive or possess spent fue l, high-Ie\'el radioactive wa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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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radioactive material associated with high-level radioactive waste for the 

purpose of storage in a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installation (MRS); 

(8) An amendment to a license specified in paragraph (a)(7) of this section 

when such an amendment presents a genuine issue as to whethe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or 

(9) Any other license or amendment as to which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n opportunity for a public hearing should be afforded; 

(10) 1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facility of a type 

described in 950.21(b) or 950.22 of this chapter or a testing facility , a notice of 

opportunity for hearing shall be issu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application has been docketed; or 

(11) 1n thr: case of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receive and possess high-level 

raclioactive waste at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a notice of 

opportunity for hearing, as required by this paragraph, shall be published prior 

to Commission action authorizing receipt of such wastes; this requirement is in 

acldition to the proceclures set out in S S 2.l01(f)(8) and 2.104 of this part, which 

provide for a hearing on the application prior to issuance of a construction 

authorization. 

(1) 시설에 대한 띤허 

CZ) 폐기불처분 사엽자가 방사성물칠을 상엽적 처분 목적으로 수닥하기 위한 면허. 

IOCFW"i l 에 의거 발급한 모든 면허를 통고할 것이디 

c-n 뷰 젤 딘렉- (a)( 1) 흑은 (2)에 언급하고 있는 만허의 개정， 그러고 상당한 위해 

「 고바해야 하논 면허의 개정 

(4) 섭 50.2 1( b) 흑은 950.22에 따라 허가되는 시섣 흑은 시험 시설에 대한 운전떤허 

끼l 정은 다음파 같다 

(i) NHC가 950.58에 의거， 그 개정으로 인하여 어띠한 승대한 위해도 고려할 펠요 

사 없다고 결정하면， 본 절에 따라 공청회 기회 판고가 주어진디-고 할 지라도， 그 

개정을 즉시 유효하도록 하고 공청회는 나중에 승언할 수 있다. 

(ii) NRC가 950.58, 9 50.91에 의거， 비상 상황 흑븐 위급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개 

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위해도 고려할 팔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공청회 기회 통고를 

세공한다(민-열 공청회가 요청되면， 그 개정 발급 이후에 개최된다) . 

(5) lOCFR60에 따라 지중저장시설에 고준위방사성폐기룹을 수탁， 보관하기 위한 허 

가. 

((1) 본 젤 (a)(5) 에 기술된 면허 개정， 혹은 그러한 떤허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승인 

된 건설 승인 개정， 단， 그러한 개정이 일반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중대하게 영향 

윤 ul 침 수 있는 조치사항을 승인하도꽉 할 경우이디 

(9) NHC가 공청회 기회륜 제공해야 된디-고 결정하는 가티- 허가 흑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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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띤허 선 

발급하도 

(10) ~ 50.2Hb) 혹은 ~ 50.22에 

정의 경우， 그 신청서 문서번호 

록 한다. 

(11) 지중저장시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수탁， 보관하기 위한 허가 신청의 경 

우， 본 절의 요건에 따라， 공청회 기회 통고는 그러한 폐기물의 수탁을 승인하는 

NRC의 조치 이전에 공포되어야 한다. 그 요건은 건설 승인 발급 이전에 선청서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 2.101 (f) (8) , ~ 2.104의 절차에 추가한다. 

시설의 

기회 통고를 

기술된 유형의 시설 혹은 시험 

부여 후 가능한 빨리 공청회 

(d) The notice of proposed action will provide that, within thirty (3이 days from 

date of publication of the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or such lesser 

period authorized by law as the Commission may specify. 

the 

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음을 제시한다. 

(d) 제안 조치사항의 통고는， 그 통고가 연방관보에 공포된 

흑은 법적으로 승인되고 NRC가 명시한 더 빠른 기한 이내로， 

(1) The applicant may file a request for a hearing; and 

(2)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may file a 

for a hearing or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if a hearing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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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f a request for a hearing or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is filed within 

the time prescribed in the notice, the presiding officer who shall be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or by the Chief 

Administrative Judge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will rule 

and/or petilion , and the Secretary or the presiding office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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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Board. 

(e)( l) 만일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이 통고에서 기술한 기한 내로 제출되 

지 않으면，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제안 조치사항음 취하 

고， 해당 주정부 및 지방 공무원에게 통고하며， 연방관보에 인허가 발급 혹은 기타 

조치사항의 통고를 공포할 수 있다. 

(2) 만일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이 통고에서 기술한 기한 내로 제출되면， 
공청회 주재자는 그 요청 및 신청을 관장하고， 행정관 혹은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 

회 개최 통고 혹은 적절한 명령을 발급한다. 신청서에 대한 독점금지에 관하여 요 

청 혹은 창원을 관장하도록 임명된 공청회 주재자는 주섬행정판사 혹은 ASLB 중 

에서 지명된다. 

2.107 Withdrawal of application. 

2.107 선정서 칠회 

(a) The Commission may permit an applicant to withdraw an application prior 

to the issuance of a notice of hearing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may 

prcscribe, or may, on recelvmg a request for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deny 

the application or dismiss it with prejudic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after 

thc issuance of a notice of hearing shall be on such terms as the prcsiding 

officcr may prescribe. 

(a) NHC는 공정회 개최 동고 발급 이전에 명시한 71 낀- 및 조건에 따라 허가선청지

가 선청서룹 철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젠호l 요칭플 받는 즉시 신청 

서칠 거부하거나 되거시킬 수 있다. 공정회 개최 동고 이후의 선청서 첼회는 공청 

회 주재자까 명시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른다. 

2.108 Denial of application for failure to supply information. 

2.108 지-료 요청 불이행으로 인한 선청서 거부 

(a) The Director of NucJ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J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may deny an application if an applicant 

fails to respond to a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or within such other time as may be specified. 

(a) 윈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추가의 자효 요청에 대해 그 

요청얀 30일 이내 혹은 명시한 다른 기한 이내로 허가선청자가 이행하지 않플 경우 

선성사쉰 거부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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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will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denial when notic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has 

previously been published, but not notice of hearing has yet been published. The 

notice of denial will provide that,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1) the applicant may demand a hearing, and 

(2)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may file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b) 원자로규제국장 혹은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신청서 수령 통고는 이미 공포 
되었으나 아직 공청회 개최 통고가 공포되지 않았을 경우， 연방관보에 거부 통고를 

공포한다. 거부 통고에서는 공포일 30일 이내로 연방관보에 다음을 공지한다. 

(1) 허가선청자는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디 

(2) 처분에 의해 이해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개업을 신청할 수 있다 

(C) When both a notic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a notice of hearing 

have been published , the presiding officer, upon a motion made by the staff 

pursuant to 9 2.730, will rule whether an application should be denied by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ncl Safcguards, as appropriate, pursuant to para다rélph (a l. 

(c) 선칭서 수팽 콩고와 공칭회 개최 동고가 모두 낀ι포도l 었을 경우， 공정회 주재지 

~ 2.730에 의거 NRC 담당자가 동의하는 즉시， 웬지-쿄규제국장 흑은 핵블절 및 

안션조치국장이 단락 (a)에 준하여 선청서륜 거부해야 힐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한 

다 

Subpart B -- Procedure for Imposin당 Requirements by Order, or for 

Modification , Suspension , or Revocation of a License, or for Imposing 

Civil Penalties 

부첼 B-- 명령에 의한 요건 부과， 혹은 면허의 변경 보류 취소， 혹은 별칙 부 

파에 대한 절차 

2.200 Scope of subpart. 

2.200 범위 

(a) This subpart prescribes the procedures in cases initiated by the staff, or 

비)on a rcquest by any person , to impose rcquircmcnts by ordcr, or to mod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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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 or revoke a license, or to take other action as may be proper, against 

any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a) 본 부절에서는 NRC 담당자가 발의하거나 혹은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NRC 

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 명령으로 요건음 부과하거나， 면허를 변경， 

보류， 취소하거나， 혹은 적절한 기타 조치사항을 취하는 절차륜 규정하고 있다. 

2.202 Orders. 

2.202 명 령 

(a) The Commission may institute a proceeding to modify, suspend, or revoke a 

license or to take such other action as may be proper by serving on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an order 

that will: 

(a) NRC는 떤허를 변경， 보류， 취소하거나， 혹은 작젤한 :;] E] 조치사항을 취하기 위 

하여 처분블 집행하여， NRC 관할권에 속하는 허가취득자 꽉은 7] 타 개인에 대해서 

다유과 같은 명령을 집행하는 절차를 세울 수 있다. 

(1) Allege the violations with which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sub.iect to the 

Commission' s .i urisdiction is charged, or the potentiall~' hazardous conditions or 

other facts deemed to be sufficient ground for the proposcd actio !l. (l nd specif~T 

thc action proposed; 

(1) NRC의 관-할권에 속하는 허가취득자 혹은 개인이 범한 위반사항 꽉은 세안 조 

지사항에 대한 충분한 끈거로 인정되는 잠정적 위해 조컨 렛 사설윤 고빈-하고， 화 

은 제안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Provide that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must file a written answer to thc 

order under oath or affirmation within twenty (20) davs of its date. or such 

other time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2) 허가취득자나 다른 개인이 명령에 대한 서면상의 담변플 서약 흑은 확약의 형 

식으로 명령얼 20일 이내로 혹은 명령에 기술된 기간 내 세펄-하도콕 한디 

Ci) Inform the licensee or any other person adverscly affected b~T the ordcr of 

his or her right, within twenty (20) days of the datc of thc order. or such othcr 

Lime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to demand a hc갚lring on all or part ()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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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except in a case where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has consented in 

writing to the order; 

(3) 명령으로 인하여 부정적 권리침해를 받는 허가취득자 혹은 개인에게， 명령얼 20 
일 이내로 혹은 명령에서 기술된 기간 내로， 그 명령의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공 

청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고한다. 단， 허가취득자나 다른 개인이 그 명령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Specify the issues for hearing; 

(4) 공청회에서 다룰 사안들을 명기한다. 

(5) State the effective date of the order; if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public 

health, safety, or interest so requires or that the violation or conduct causing 

the violat;;::m is willful, the order may provide, for stated reasons , that thc 

proposed action be immediately effective pending further order. 

(5) 멍령의 유효기간을 알린다. 만일 NRC가 공중의 보건， 안전， 이해관계상 그 편요 

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흔은 위반행위 및 그러한 위반행위륜 야기하는 행위에 고 

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에 따라 제안 조치사헝음， 추후의 멍령이 있욕 띠l 까 

지， 즉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다. 

(b) A licensee or other person to whom the Commission has issued an orclcr 

under this section must respond to the order b~/ filing a \\끼 tten answer uncler 

oath or affirrnation. The answer shall specifically admil or deny each allegation 

or charge made in the order, and shall set forth the matters of fact and law on 

which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relies, and, if thc order is not consentecl lo , 

lhe reasons as to why the order should not hélve been issued. Exccpt as 

provid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the answer may demand a hearing. 

(b) 본 절에 따라서 NRC가 명령을 발급한 허가취득자 혹은 개인은， 서약 흑은 확 

약의 형식으로， 서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그 닫변에서는 명령에 있는 각 주 

장 혹은 고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해야 하고， 허가취득자나 개인 

이 의존하고 있는 사실 혹은 법률 등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그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의 부당함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디 본 절의 (d)에 가술된 

사항음 제외하고는， 답변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디 

(C) If the answer demands a hearing , the Commission will issue an orclcr 

- 246 



지시 ;>:1- ι、츠프 
d .:..L근 

u1 
^ 시기 공청회의 

designating the time and place of hearing. 

요청하면， NRC는 (c) 만일 답변에서 공청회 개최를 

하는 명령을 발급하게 된다. 

to 

an immediately effective 

consideration due 

respect to 

expeditiously, giving 

with a hearing 

conducted 

demands 

will be order, the hearing 

the rights of the parties. 

answer (1) If the 

명령에 관하여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게 

적절히 고려하면서， 신속히 개최되도록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각 당사자들의 권리를 

답변에서 

공청회는， 二l

(1) 만일 

되면， 

한다. 

(2) (j)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to whom the Commission has issued 

immediately effective order may , in addition to demanding a hearing , at the time 

is filed or sooner, move the presiding officer to set 

immediate effectiveness of the order on the ground that the order, including thc 

need for immediate effectiveness, is not based on adequate evidence but on mcre 

an 

the aside answer the 

SUsplclon, unfounded allegations , 

particularity the reasons why the order is not based on adequate cvidencc an c1 

must be accompanied by affidavits or other evidencc rclicd on. The NI~C slélff 

shall rcspond within (5) c\ays of the receipt of lhe motion. Thc motion 

by the presiding officer expeditiously. During the 

or at any other time, the presiding officcr may 

of the order, either on its own motion , or upon 

person. The presiding officcr will uphold 

effectiveness of the order if it finds that there is adequate cvidence to supporl 

immediate cffectiveness will 

、‘lithstatc must motlOn The error. or 

musl be 

pendency 

the immediatc 

lhc decided 

r 시
 
U n -” 

이
 

m 
not stay moLIon 

effectiveness 

licensee immediéltc m 

ι
 

시
 
U other or 

upholding 

final agency action on immediate effectivcness. An order seUing 

aside immediate effectiveness will be referred promptly to the Commission ilself 

and will not be effective pending further order of the Commission. 

(ii) The presiding officer may , on motion by the staff or any other party to lhc 

proceeding, where good cause exists, delay the hearing on the immediately 

effective order at any time for such periods as are consistent with the due 

process rights of the licensee and other affected parties. 

order An effectiveness. 

constitute the 

immediate 

발급한 정우， 허가취득자나 개인은 공 

작성한 사가 흑븐 그 이션에싱링이 

며려.Q.. 
。 。

cl.ti:l 조L 
1..:) L': l::프 

247 

그 

효딱은 발생하는 

갓 이외에도， 

(2) (i) NRC가 즉각 

칭회 개최룹 요청하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의문점이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주장 혹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공청회 주재자에게 그 명령의 즉각적인 효력플 잠시 

중지시켜 줄 것을 제의할 수 있다. 

(ii)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NRC 담당자 혹은 타 이해 당사자의 제의가 있플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허가취득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틀의 적첼 

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중에 어느 때나 즉각 유효 명령에 관한 공 

청회를 연기할 수 있다. 

(d) An answer may consent to the entry of an order in substantially the form 

proposed in the order with respect to a11 or some of the actions proposed in the 

order. The consent, in the answer or other written document, of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to whom the order has been issued to the entry of an order shall 

constitute 3 waiver by the licensee or other person of a hearing,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and of all right to seek Commission and judicial review 

or to contest the validity of the order in any forum as to those matters which 

have been consented to or agreed to or on which a hearing has nol becn 

requested. An order that has been consented to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an order made after hearing by a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 

and shall be effective as provided in the order. 

(d) 명령에서 제안한 조치사항들 중 전체 혹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 그 멍땅에서 ;{I] 

안하고 있는 형식에 맞추어 답변을 작성 제출할 것을 동의할 수도 있디 멍 i상윤 반 

급받은 허가취득자 및 개인이 답떤 혹은 서면상의 문서보 그 l성령의 가재 사항에 

판의하게 되면， 이는 허가취득자 및 개인이， 공청회， 사션 끈거 및 엠판， 그 ê] 고 이 

전에 동의플 거쳤거나 공칭회가 요청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표렌에서， 그 l딩렁의 

더-당성에 대하여 논쟁하거나 혹은 NRC 및 사법 기관의 겸도블 요청힐- 모든 권리달 

포기하는 것이다. 동의된 명령은 공청회 주재자나 NRC가 공청회 이후 밥급한- 냉령 

과 같은 구속력 및 효력을 갖게 되며， 그 명령에 제시된 li]' 대로 유효하게 된디 

2.203 Settlement and compromise. 

2.203 타협 및 절충 

At any time after the issuance of an order designating the time and place of 

hearing in a proceeding to modify, suspend, or revoke a license or for other 

action, the staff and a licensee or other person may enter into a stipul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proceeding or the compromise of a civil penalty. 

면허를 개정， 중지， 취소하는 혹은 기타 조치를 위한 처분에서， 공칭회 개최의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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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소를 지시하는 명령이 발급되면 언제든지， NRC 담당자와 허가취득자 등은 그 

처분을 해결하거나 혹은 민사상의 별칙을 타협하기 위한 절충을 시작할 수 있다 

2.205 Civil penalties. 

2.205 민사상의 별칙 

(d) If the person charged with violation files an answer to the notice of 

violation,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r the Executive Director ’s 

designee, upon consideration of the answer, wiU issue an order dismissing the 

proceeding or imposing, mitigating, or remitting the civil penalty. The person 

charged may , within twenty (20) days of the date of the order or other time 

specified in the order, request a hearing. 

(d) 위반으로 고발된 개인이 그 위반 통고에 대한 답변윤 제출하는 경우， 운영총국 

장 혹은 그가 지명한 자는， 그 답변을 고려하여， 처분플 기각하거나 흑은 민사상의 

벨칙을 부괴 완화， 경감하는 명령을 발급한다. 고발된 개인은 그 명령얼 20임 이내 

혹은 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디 

(e) If the person char당ed with violation requests a hearing , the Commission will 

issue an ol'der designating the time and place of hearing. 

(c) 만멸 위반으로 고받된 개인이 공청회를 요청하면， NRC는 공청회의 시간 및 장 

소판 지정하는 냉평을 받급하게 된다. 

(f) If él h안lring is hcld , an order wiU be issued after the hearing by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dismissing the proceeding or imposing , 

mitigating , or remitting lhe civil penalty. 

(f) 만열 공칭회가 개최되면， 공청회 주재자 혹은 NRC는 공청회 후에 처분판 기각 

하거나 -흑은 민사싱-의 별칙플 부과， 완화， 경감하는 냉령을 발급한다. 

(g)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r the Executive Director' s designee, 

as appropriate may compromise any civil penalty, subject to the provlslOns of ~ 

2.203. 

(g) 운영총국장 혹은 그가 지명한 지-는 ~ 2.203의 조헝-에 따라 어떤 민사상의 

판 ;션충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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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f the civil penalty is not compromised, or is not remitted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r the Executive Director' s designee, as appropriate,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and if payment is not made within ten (10) 

days following either the service of the order described in paragraph (C) or (f) 

of this section, or the expiration of the time for requesting a hearing describ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r the 

Executive Director' s designee, as appropriate, may refer the matter to the 

Attorney General for collection. 

(h) 만일 민사상의 벌칙이 절충되지 않거나， 운영총국장 혹은 그가 지명한 지 공청 

회 주재자， NRC에 의해 경감되지 않을 경우， 명령 송달 이후 혹은 본 절 Cd) 단락 

에 기술된 공청회 개최 요청 기간 만료 이후 10일 이내로 지불이 이행되지 않으면， 

운영총국장 혹은 그가 지명한 자는 그 문제를 법무장관·에게 위탁하여 징수를 할 수 

있다. 

2.206 Hequests for action under this subpart. 

2.206 본 부젤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요청 

(;:1) Any person may file a request to institute a proceeding pursuant to ~ 2.202 

to modify , suspend, or revoke a license, or for such other action as may be 

propcr. Such a requesl shall be addressed to thc Executive Director for 

()perations élnd shall be filed eithcr (1) by dclivcry to the Public Documcnt 

[{OOJ11 <:Il 21~0 L Streel, NW. , WélshingLon , D.C., or (2) by mail or telegram 

étddressed to the Executivc Direclor for OperaLÎons, LJ.S. Nuclear H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5. The requests shall specify the action 

rcqucsted and set forth the facts that constitute thc basis for the reques t.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will refer the request to the Dircctor of the 

Nnc Office with responsibility for the subjcct matter of thc request for 

éll기)ropriate a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f this section. 

(a) 각 개인은， ~ 2.202에 따라， 면허를 개정， 중지， 취소하거나 혹은 기타 조치사항 

에 대하여 처분을 시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운영총국장에게 제 

줍해야 하며， 워싱톤에 위치한 문서열람실에 송부하거나 혹은 운영총국장에게 우편 

강-으파 저l 출한다. 그 요청에서는 요청한 조치사항을 기숨하고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된 정위를 확립한다. 운영총국장은 본 절 (b) 단락에 따라 적절한 조치사항에 대한 

요칭에 대해 책임이 있는 NRC 해당 국장에게 그 요청음 위탁한다. 

(b) Within éI reasonable time aftcr a requcst purSuélllt to paragraph (a)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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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has been received, the Director of the NRC office with responsibility for 

the subject matter of the request shall either institute the requested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is subpart or shall advise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in writing that no proceeding will be instituted in whole or in part, with 

respect to the request,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b) 본 절 (a) 단락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그 요청 사항을 책 

염질 NRC 해당 국장은 본 부절에 따라 요청한 처분을 시작하거나， 혹은 요청자에 

게 서면으로 처분을 시작하지 아니 한다는 것과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린 

다. 

(c)(1) Director’ s decisions under this section will be filed with the Office of the 

Secretary. Within twenty-five (25) days after the date of the Director’ s decision 

under this section that no proceeding will be instituted or other action taken in 

whole or in part, the Commission may on its own motÎon review that decision ‘ 

in whole or in part, to determine if the Director has abused his discretion. This 

review power does not limit in any way either the Commission ’ s supervlson' 

power over delegated staff actions or the Commission ’s power to consult with 

the staff c,n a formal or informal basis regarding institution of proceedings under 

this section. 

(2) No pctition or other request for Commission review ()f a Director ’ s dccision 

under this section will be entertained by the Commission. 

(c)(1) 관 선에 따른 국장의 결정은 행정관 사무국에 자l 꽉된다 처분 흑은 어떠한 

아무런 조치사항도 취하지 않블 것이라는 국장의 결정이 내려진 25인 이내또， NRC 

는 지체작으로 그 결정윤 검토하여 국장이 자선의 재링-음 넘-용-했논지뜰 갤정한디 

(2) 국장의 결정에 대한 NRC의 검토룹 위한 어떠한 청원 흑은 요칭도 허럭되지 않 

{f다. 

Subpart D -- Additional Procedures Applicable to Proceedings for the 

Issuance of Licenses To Construct or Qperate Nuclear Power Plants of 

Duplicate Design at Multiple Sites 

부절 D 여랴 부지에서 동열 설계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전하는 띤허 

렐 발급하기 위한 처분에 적용되는 부수적 절차 

2.400 Scope of subpart. 

2.400 범위 

251 



This subpart describes procedures applicable to licensing proceedings which 

involve the consideration in hearings of a number of applications, filed by one or 

more applicants pursuant to Appendix N of part 52 of this chapter, for licenses 

to construct and operate nuclear power reactors of essentially the same design 

to be located at different sites. 

본 부절에서는 lOCFR52 부록 N에 준하여 허가신청자가 여러 다른 부지에 그 설계 

가 동일한 전력용 원자로의 건설허가 및 운전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인허가 

처분의 공청회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2.401 Notice of hearing on applications pursuant to Appendix N of part 52 for 

constructíon permíts. 

2.401 lOCFR52 부록 N에 준한 건설허가 신청에 관한 공청회 개최 통고 

(a) 1n the case of applications pursuant to Appendix N of part 52 of this 

chapter for construction pelmits for nuclear power reactors of the type described 

in ~ 50.22 of this chapter, the Secretary will issue notices of hearing pursuant to 

~ 2.104. 
(b) The notice of hearing will also state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s on 

any separate phase of the proceeding. 

(a) 10CFR 52 부록 N에 준하여 본 법 ~ 50.22에 기슛된 유형의 선력용- 원자로에 

대한 건설허가 신청의 경우， 행정관은 ~ 2.1 04에 따라 공청회 개최 동고렐 반급한 

C]-. 

(b) 공칭회 개최 똥고에서는 또한 처분의 모든 딘지l 에서의 공칭회 시기 및 장소에 

대해 언급한디. 

2.402 Separate hearings on separate issues; consolidation of proceedings. 

2.402 개별적 사인-에 관한 독립된 공청회 및 처분의 동합 

(a) 1n the case of applications pursuant to Appendix N of part 52 of this 

chapter for construction permits for nuclear power reactors of a type described 

in ~ 50.22 of this chapter,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may order 

separate hearings on particular phases of the proceeding, such 긴s matters related 

to the acceptability of the design of the reactor, in the context of the site 

parameters postulated for the design; environmental matters; or antitrust aspects 

()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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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FR 52 부록 N에 준하여 10 CFR ~ 50.22에 기술된 유형의 전력용 윈지-로에 

대한 건설허가 신청의 경우， NRC 혹은 공정회 주재자는 설계시 가정한 부지 매개 

변수와 관련하여 그 원자로 설계의 채택여부에 관련된 문제， 환경 관련 문제， 신청 

서의 독점금지 관련 문제 등과 같은 특정한 단계에서 팍립된 공청회를 명령할 수 

있디→. 

(b) If a separate hearing is held on a particular phase of the proceeding, the 

Commission or presiding officers of each affected proceeding may, pursuant to 

~ 2.716, consolidate for hearing on that phase two or more proceedings to 

consider common issu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s involved in the proceedings , 

if it finds that such action will be conducive to the proper dispatch of its 

business and to the ends of justice. In fixing the place of any such consolidated 

hearing due regard will be given to the convenience and necessity of the 

parties , petitioners for leave to intervene or the attorneys or representatives of 

such persons , and the public interest. 

(b) 만일 저분의 특정 단계에서 별도의 공청회가 개최띨 경우， NRC 혹은 각 해당 

처분의 공청회 주재자는， ~ 2.716절에 의거， 사안플 석전히 처리하고 공정성의 목적 

욕 담성하는데 도웅이 된다면， 공통된 사안음 점도하는 판 이상의 처분 던-제에서 

공청회첼 통합헬- 수 있디. 그라한 통합된 공정회의 장소쉰 겸정한 띠1. 이해 당사지 

꽉， 개입 시청관 하판 웬고 휴은 떤호사 흑은 그건 l 힌- 개인달 9] 데표지띄의 편의와 

펴요 렛 힐!칸 대증익 이해판세륜 석첼히 고려해야 힌디-

2.403 NOlicc of proposcd action on applications for opcrating liccnses pursuant lo 

Appendix N of parl 52. 

2.403 lOCFR52 부콕 N에 준한 운전띤허 선청에 관한 세안 조치사항의 동고 

In the case of applications pursuant to Appendix N of parl 52 of this chapter 

for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reactors , if the Commission has nol 

found thal a hearing is in the public interest, the Director of Nuclear Heactor 

Hegulation will, prior lo acting thereon,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Hegisler, pursuant to ~ 2.105, a notice of proposed action with respect lo each 

application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applications have been docketed. 

lOCFR 52 부록 N에 준하여 전력용 원자로에 대한 운전면허 선청의 경우， 만엘 

NRC에서 공청회가 임반 대중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면， NRC 웬자로 

규제국장은 그 이후의 조치사헝-를 내리기 이전에， ~2.l 05에 준하여 선청서가 분서 

!서호 7] 부。1 띈 후 션행가능한 U판 2] 각 선청서에 판한 세연 조치사항의 등고꽉 떤 l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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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공포한다. 

2.404 Hearings on applications for operating licenses pursuant to Appendix N of 

part 52. 

2.404 lOCFR52 부록 N에 준한 운전면허 신청에 관한 공정회 

If a request for a hearing anψor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is filed within 

the time I)rescribed in the notice of proposed action on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pursuant to Appendix N of part 52 ()f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a specific reactor( s) at a specific site and the Commission or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or by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has issued a notice of hearing or 

other appropriate order, the Commission or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may order separate hearings on partic비ar phases ()f the proceeding anψor 

consolidate for hearing two or more proceedings in thc manner described in ~ 

2.402. 

만일 lOCFR 52 부록 N에 준한 특정한 부지의 득정힌 원자로에 대한 운전면허 선 

청과 관련하여 제안 조치사항 통고에 규정된 시간 이내코 공정회 개최 요청 및 개 

입 청원 요청이 제출되고， NRC 혹은 ASLB 패년의 의장이 지정한 NRC 혹은 

ASLß에서 공청회 개최 통고 혹은 기티- 적절한 멍 i닝은 딴j;f 하빈， NRC 흑븐 ASLB 

‘- 각각-의 득정한 단계에서 독립된 공청회륜 l정렁하거냐 확은 ~ 2.402에 /1 쉰된 빙

식대쿄 함 이싱의 처분의 공청회륜 풍힘-할 수 았c:1 

2.405 lnitial decisions in consolidated hearings. 

2.405 통합된 공청회에서의 예비결정 

At the conclusion of any hearing held pursuant to this subpart, the prcsiding 

officer will render a partial initial decision which ma~' be appealed pursuant to 

~ 2.762. No construction perrnit or full power operating liccnse will be issued 

until an initial decision has been issued on all phascs of the hearing and all 

issues under the Act a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f 1969 

appropriate to the proceeding have been resolved. 

본 부절에 준하여 개최되는 어떤 공청회의 결론에서， 공청회 주재자는 부분적인 예 

비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항소가 가능하다. 공청회의 모든 단계에서 예비결정이 

발금되고， 그 처분에 해당하는 AEA 및 NEPA에 해앙하는 오든 문지l 점판이 해;섣펀 

이후에야 건섣허가 및 전출랙운전면히는 발급펙 수 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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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Finality of decisions on separate issues. 

2.406 독립된 사안에 대한 결정의 최종 

Notwithstanding any other lJrOVlSlon of this chapter, in a proceeding conducted 

pursuant to this subpart and Appendix N of part 52 of this chapter, no matter 

which has been reserved for consideration in one phase of the hearing shall be 

considered at another phase of the hearing except on the basis of significant 

new information that substantially affects the conclusion(s) reached at the other 

phase or other good cause. 

본 부절 및 lOCFR52 부록 N에 준하여 수행되는 처분에서， 10CFR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관계없이， 공청회의 한 단계에서 보류된 사안은 공청회의 다른 단계에서 고 

려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단계의 결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규 자 

료나 혹은 기타 다른 션의의 대의명분에 기초륜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2.407 Applicability of other sections. 

2.407 디-른 조항들의 적 용-

The provlslons of subpmts A and G relating to construction permils and 

opera lÌng licenses apply , respeclively , to construction permits and operating 

licenses subjecl lo this subpart, except as qualified by the provlslons ()f this 

subpart. 

본 부션의 조항뜰에 의해서 세한된 강우뜰 저l 외하고는， 건설허가 및 운전면허에 F! 
렌되논 부절 A와 G의 조항닫븐 각기 판 부절에 해딩하논 건설허가 및 운전떤허에 

석용펀디 

Subpart E -- Additional Procedures Applicable to Proceedings for the 

Issuance of Licenses To Manufacture Nuclear Power Reactors To Be 

Operated at Sites Not Identified in the License Application and Related 

Licensing Proceedings 

부절 E •- 면허선청 및 관련 처분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지에 운전될 원자로를 

제작하는 면허름 발급하기 위한 처분에 적용될 부수적 절차 

2.500 Scope of subpart. 

2.500 밖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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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part prescribes procedures applicable to licensing proceedings which 

involve the consideration in separate hearings of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manufacture nuclear power reactors pursuant to Appendix M of part 52 of this 

chapter, and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reactors 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such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manufacture such facilities (manufacturing license l. 

본 부절에서는 10CFR52 부록 M에 준한 전력용 원자로 제작 허가 신청. 그리고 그 

러한 전력용 원자로 건설허가 및 운전면허 선장에 대한 독립된 공청회에서 고려되 

는 인허가 처분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였다. 

2.501 Notice of hearing on application pursuant to Appendix M of part 52 for a 

license to manufacture nuclear power reactors. 

2.501 lOCFR52 부록 M에 준한 전력용 원자로 제작 허가 신청에 관한 공청회 개최 

동고 

(a) 1n the case of an application pursuant to Appendix M of part 52 ()f this 

chapter for a license to manufacture nuclear power reactors of thc t:vpe 

described in ~ 50.22 of this chapter to be operated at sites not identified in the 

license application , the Sccretar~' will issue a noticc of hearing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t le3st thirty (30) days prior to the date set for hearing 

in the nc~ice.l The no tÎce shall bc issued as soon as practicable aftcr the 

application has been docketed. The notice will statc: 

(a) 10 CFR ~ 50.22에 기숨펀 유형의 전력용 원자로로서 인허가 선청에서 규명되지 

않은 부지에서 운전될 전력용 원자로의 제작 허가에 대해 10CFR52 부록 M에 준하 

여 선칭윤 할 경우， 행정관은 공청회 개최 동고룹 그 콩고에서 설정한 공청회 납짜 

보디- 최소 30잊 이전에 연빙-판보에 공포한다. 본 던-박의 30임 요건은 본 섣에서 기 

슛한 공청회 개최 몽고가 공포된 이후 공청회 주재지-가 공포하게 되는 공칭폐 시간 

및 장소 통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동고는 신청서 문서변호 부여 후 섣행가능 

한 빨리 발급되어야 한다. 그 통고에서는 다음을 언급한다. 

(1) The time, place, and nature of the hearing and/or the prehearing conference; 

(2) The authority within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3) The matters of fact and law to be considered: and 

(4) The timc within which answers to the notice shall be filed 

(1) 공칭회의 시 간， 장소， 성격 및 예비공청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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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를 개최할 당국 
(3) 적용할 사실 및 법 

(4) 통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기한 

(b) The issues stated in the notice of hearing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will not involve consideration of the particular sites at which any of the 

nuclear power reactors to be manufactured will be located and operated. Except 

as the Comrnission determines otherwise, the notice of hearing will state: 

(b) 본 절 단락 (a)에 준한 공청회 개최 통고에서 언급될 사안에는 제작되는 전력용 
원자로가 위치하고 운전될 특정 부지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지 않는다. NRC에서 별 

도로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청회 개최 통고에서는 다음 사항을 언급한다 

(1) That, if the proceeding is a contested proceeding , the presiding officer will 

consider the following issues: 

(i) Whether the applicant has described the proposed design of, and the site 

parameters postulated for, the reactor( 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the 

principal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criteria for the design, and has identified 

the major features or components incorporated therein for the protection ()f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ii) Whether such further t떠mical or design information as may bc required to 

complete the design report and which can reasonably be left for latcr 

consideration, will be supplied in a supplement to the design report; 

(iii) Whether safety features or components , if any , which require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described by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nt has 

identified, and there wi l1 be conducted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reasonably designed to resolve any safety questions associated with such 

features or components; 

(iv) Whetiter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that 

(A) such safety questions wi1l be satisfactorily resolved before any of thc 

proposed nuclear power reactors are removed from the manufacturing siLe, and 

(B)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te criteria contained in part 100 of this 

chapter, the proposed reactor(s) can be constructed and operated at sites having 

characteristics that fa l1 within the site parameters postulated for the design of 

the reactor(s) without undue risk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v) Whether the applicant is technica l1y and financia l1y qualified to desi닫n and 

manufacture the proposed reactor(s); 

(vi) Whether the issuance of a license for manufacturc of the reactod s) wi l1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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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mical to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or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vii) Whether,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part A of part 51 and 

Appendix M of part 52 of this chapter, the license should be issued as proposed. 

(1) 만일 처분이 이의신청이 있는 처분일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다음의 사안을 고 

려 한다. 사항 (i) 에 서 (vi)까지 는 AEA에 준한 사안이 고 사항 ( viD는 NEPA에 준 

한 사안이다. 

(i) 최소한， 설계시 이용한 주요 건축학적， 공학적 기준들을 포함하여， 원자로의 제 

안된 설계 및 가정된 부지 매개변수들을 허가신청자가 기술하였는지의 여부와， 일 

반 대중의 보건 및 안전을 방호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주요 특성 및 기기들을 허가 

신청자가 규명하였는지 여부. 

(ii) 설계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차후에 고려할 사항으로 유보할 수 있 

는 추가의 기술적 자료 및 설계 자료들이 설계 보고서의 추가 보고서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 

(iii) 만약 있다면，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안전 특성 혹은 기기들을 허가선청자가 

기술하고 규명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 및 기기들과 관련된 어떤 안전상의 문 

제점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수행될 것인지 

여부. 

(iv)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기초하여， (A) 그러한 안전상의 문제점틀을 제안된 전력 

용- 원자로들 중 어떤 것을 제작 시설로부터 이송하기 전에 만족스럽게 해;섣할 수 

있고. (B) lOCFR 100의 부지 기준을 고려하여， 제안된 원자로를 설계시 가정한 부 

지 매개변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부지에서 힐반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큰 위해 없이 건설 및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v) 허가신청자가 제안된 원자로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자격이 있 

는지 여부 

(vi) 원자로 제작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공공의 방어 및 안전 혹은 일반 대중의 보 

건 및 안전에 불리할 수 있는지 여부 

( viD lOCFR52 부록 M 및 lOCFR51 부절 A의 요건들에 따라서， 허가를 제안한 대 

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That, if the proceeding is not a contested proceeding, the presiding officer 

wilI determine (i) without conducting a de novo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whether the application and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and the review of the application by the Commission' s staff has 

been adequate to support affirmative findings on paragraphs (b)( 1) (j) through 

(v) of this section and a negative finding on paragraph (b)( l) (vi) of this sectÎ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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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to be made and the issuance of the license to manufacture proposed by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and Cii) whether the review 

conduc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 A) has been adequate. 

(2) 만일 처분이 이의신청이 있는 처분이 아닐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다음을 결정 
한다. 

(i) 신청서를 처음부터 재평가하지 않고， 선청서 및 그 처분의 기록이 충분한 자료 

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NRC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것이 본 절 단락 (b)( l)( i ) 

부터 ( v )까지의 단락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들과 본 절 단락(b) (1)( vi)에 대한 부정 

적인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와 원자로규제국장이 제안한 제작 허가 

를 발급하기에 충분한가 

CiD NEPA에 준하여 NRC에서 수행한 검토가 충분한가. 

(3)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ceeding is contested or uncontested, the 

presiding officer will, in accordance with subpart A of part 51 and paragraph 3 
of Appendix M of part 52 of this chapter, 

(i)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2) (A) , (C) and (E) of thc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have been complied with in the proceeding; 

(ii) Independen t1y consider the final balance among conflicting factors contained 

in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appropriate 

“clion to be taken; and 

(iii) Determine whether the manufacturing license should be issued, denied or 

appropriately conditioned to protect environmental values. 

<:3) 그 처분이 이의신청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공정회 주재자는 10CFR52 부록 

M 단락 3파 lOCFR51 부절 A에 따라서 다음을 수행한다. 

(i) NEPA 102(2) (A) , (C) , (E) 단락 및 10CFR51 부절 A의 요건들을 그 처분에서 

준수하였는지를 결정한다 

(ii) 적절한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처분의 기록에 포함된 상충되는 인자들 

에 대해서 최종적인 절충안을 독립적으로 고려한다 

(iii) 제작 허가를 발급할지 거부할지， 아니면 환경 관련 가치들을 방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c) The place of hearing on an application for a manufacturing license will be 

Washington, D.C., or such other location a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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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작 허가 신청에 관한 공청회 장소는 워싱톤 혹은 NRC가 적절하다고 생각하 

는 장소로 정한다. 

2.502 Notice of hearing on application for a pennit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reactor manufactured pursuant to a Commission license issued pursuant to 

Appendix M of part 52 of this chapter at the site at which the reactor is to be 

operated. 

2.502 lOCFR52 부록 M에 준하여 발급되고 NRC 허가에 따라 제작되는 전력용 원 

자로를 운전 부지에 건설하기 위한 건설허가 신청에 관한 공청회 개최 통고 

The issues stated for consideration in the notice of hearing on an application for 

a permit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reactor(s) which is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for a manufacturing license pursuant to Appendix M of part 52 of 

this chapterlO CFR part 52 Appendix M, wiU be those stated in ~ 2.l04Cb) and, 

in addition, whether the site on which the facility is to be operated falls within 

the postulated site parameters specified in the relevant application for a 

manufacturing license. 

10CFR52 부록 M에 준한 제작 허가 신청시 전력용 원자로 건설허가 선청에 관한 

공청회 개최 통고에서 고려할 것으로 언급된 사안은 ~ 2.104Cb)에 언급되어 였으며， 

부가하여， 그 시설을 운전할 부지가 관련된 제작 허가 신청에 기술되어 있는 부지 

lfH 개변수의 가정과 열치하는지의 여부이다. 

Subpart F-- Additional Procedures Applicable to Early Partial Decisions 

on Site Suitability Issues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a Pennit 

To Construct Certain Utilization Facilities 

부절 F -- 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적절성 사안에 
대한 조기 결정에 적용될 부수적 절차 

2.600 Scope of subpart. 

2.600 범위 

This subpart prescribes procedures applicable to licensing proceedings which 

involve an early submittal of site suitability infonnation in accordance ψith ~ 

2.l0lCa - 1), and a hearing and early partial decision on issues of site 

suitability,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a pennit to construct a 

utilization facility which is subject to ~ 51.20Cb) of this chapter and is of the 
type specified in ~ 50.21 (b) (2) or (3) or ~ 50.22 of this chapter or is a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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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본 부절에서는 lOCFR 951.20(b)의 적용을 받으며 950.21 (b) (2) , (3)나 950.22에 

기술된 유형의 이용시설 혹은 기타 시험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9 
2.101<a - 1)에 따른 부지 적합성 자료의 사전 제출， 그리고 부지 적합성 문제에 관 

한 공청회 및 사전 부분 결정 등과 관련된 인허가 처분에 적용가능한 절차들을 규 

정하고 있다. 

2.601 Applicability of other sections. 

2.601 다른 조항의 적용 

The provlslons of subparts A and G relating to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proceedings thereon apply, respectively, to applications and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is subpart,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otherwise by the provlslons of this subpart. 

본 부절의 조항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르게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허가 선 

청 및 그 이후의 처분에 관련되는 부절 A와 G의 조헝-뜰은 각기 본 부절에 따른 신 

칭 및 처분에 적용된다. 

2.603 Acceptance and docketing of application for early review of site suitability 

lssues. 

2.603 부지직합성 문제의 사전 검토에 대한 신청서의 수락 및 문서번호 부여 

(C) lf part one of the application is docketed,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will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nd send to the 

Governor or other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site is located, a 

notice of docketing of the application which states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states the location of the proposed site, states that a notice of hearing will be 

published, requests comments within 120 days or such other time as may be 

specified on the initiation or outcome of an early site review from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and interested persons, and in the case of applications 

filed under section 103 of the Act, states that a person who wishes to have his 

views on the antitrust aspects of the application presented to the Attorney 

General for consideration sha11 submit such views in accordance with a 

subsequent notice that wi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ln the case of 

a nuclear power reactor, such subsequent notice will be published following 
submission of the information required by 950.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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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만일 그 신청서의 첫번째 부분에 문서번호가 부여되면， NRC 원자로규제국장은 

신청서 문서번호 부여 통고를 연방관보에 공포하고， 그 부지가 위치한 주의 해당 

공무원 혹은 주지사에게 그 통고를 송부한다. 그 문서번호 부여 통고에서는 신청서 

의 목적， 제안 부지의 위치， 공청회 개최 통고 공포 예정 등을 언급하고， 120일 이 

내로 혹은 연방， 주， 지역， 지방 기관 및 당사자들로부터의 사전 부지 검토 시작 혹 

은 결과에 명시된 다른 기한 내로 논평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AEA 103 

절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에게 제출된 신청서의 독점금지 관 

점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은 연방관보에 공포될 추후의 통고에 따라 그러한 의견 

을 제출할 것을 언급한다. 전력용 원자로의 경우， 그 추후의 통고는 ~ 50.33a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이후에 공포된다. 

2.604 Notice of hearing on application for early review of site suitability issues. 

2.604 부지적합성 문제의 사전 검토를 위한 신청서에 대한 공청회 개최 통고 

(a) Where an applicant for a construction pennit for a utilization facility subject 

to this subpart requests an early review and hearing and an early partial 

decision on issues of site suitability pursuant to ~ 2.101(a - 1), the prOVISlons in 

the notice of hearing setting forth the matters of fact and law to be considered. 

as required by ~ 2.104, shall be modified so as to relate only to the site 

suitability issue or issues under review. 

(a) 본 부절에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허가선청자가 ~ 2.101(a - 1)에 

준한 부지적합성 사안에 관하여 사전 검토， 공청회， 사전 부분 결정 등플 요청할 경 

우， ~ 2.104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섣 및 법률 사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통고에 있는 조항들은 단지 부지적합성 문제나 혹은 고려 중인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만 개정되어야 한다. 

(b) After docketing of part two of the application, as provided in ~ ~ 2.101(a • 

1) and 2.603, a supplementary notice of hearing will be published pursuant to ~ 

2.104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unresolved issues in the proceeding within 

the scope of ~ 2.104. Such supplementary notice of hearing wi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and who desires to 

participate as a party in the resolution of the remaining issues shall file a 

petition fo; leave to intervene pursuant to ~ 2.714 within the time prescribed in 

the notice. Such supplementary notice will also provide appropriat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by a representative of an interested state under ~ 2.715(C) and 
for limited appearances pursuant to ~ 2.715(a). 

262 -



(b) 9 92.101(a -1), 2.603에서 제시한 대로 신청서 두번째 부분에 문서번호를 부여 

한 이후， 92.104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처분에서 미해결된 문제로 남아 있는 사안 

에 대해서는 92.104에 따라 공청회에 대한 추가 통고를 공포한다. 그 추가 통고에 

서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수 있으며 잔여 문제의 해 

결의 처분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은 그 통고에 규정된 기한 이내로 

개입하기를 원하는 개업 신청을 제출하도록 언급한다. 그 추가 통고에서는 또한 이 

해관계가 있는 관련된 주의 대표로 참여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석 

할 기회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c) Any person who was permitted to intervene as a party pursuant to the 

initial notice of hearing on site suitability issues and who was not dismissed or 

did not withdraw as a party may continue to participate as a party to the 

proceeding with respect to the remammg unreso!ved issues. provided that within 

the time prescribed for fi!ing of petitions for !eave to intervene in the 

supp!ementary notice of hearing , he files a notice of his intent to continue as a 

party, along with a supporting affidavit identifying the specific aspect or aspects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ceeding as to which he wishes to continue to 

participate as a party and setting forth with particu!arit~. the basis for his 

contentions with regard to each such aspect or aspects 

(c) 부지작합성 문제에 대한 공정회의 열차 통고에 따라 당사자로 찬여하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그 권한이 아직 첸회되지 않은 개인유. 낀-임 공정회 추가 동고에서 

규정된 개입 신청 제출 기한 이내로 당사자로 계속 잔여할 것이라는 취지 콩고륜 

제출하면， 미해결된 잔여 사안에 관한 처분에 계속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었다. 

(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e, the membership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designated to preside in the proceeding on the remammg 

unreso!ved issues pursuant to the supp!ementa! notice of hearing will be the 

same as the membership designated to preside in the initia! notice of hearing on 

site suitabi!ity issues. 

(d> 가능한 최대한의 정도로， 공청회 추가 통고에 따라 잔존하는 미해결 사안을 처 

리하는 처분을 주재하도록 지명된 ASLB의 위원은 부지적합성 문제에 대한 공청회 

열차 통고에서 주재하도록 지명된 위원과 동일하도록 한다. 

2.605 Additional considerations. 

2.605 추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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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mmission will not conduct more than one review of site suitability 

issues with regard to a particular site prior to filing and review of part two of 

the application described in ~ 2.101<a - 1) of this part. 

(a) NRC에서는 92.101<a - 1)에 기술된 신청서 두번째 부분의 제출 및 검토 이전 

에는 특정한 부지에 관한 부지적합성 사안에 대한 1회 이상의 겸토를 수행하지 않 

는다. 

(b) The Commission, upon its own initiative, or upon the motion of any party to 

the proceeding filed at least sixty (60) days prior to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the evidentiary hearing on site suitability issues, may decline 

to initiate an early hearing or render an early partial decision on any issue or 

issues of site suitability: 

(b) NRC는， 그 자신의 제의에 의해서 혹은 그 처분에 참여한 어떤 당사자가 부지 

작합성 문제에 대한 증거 공청회의 개시일 최소 60일 이전에 제출한 제의에 따라 

서， 사전 공청회를 거부하거나 부지적합성 문제를 비롯한 기타 문제에 대한 부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606 Partial decisions on site suitability issues. 

2.606 부지적합성 문제에 대한 부분 결정 

(b)(2) Following completion of Commission review of the partial initial decisio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after hearing , on the site suitability 

issues , the partial decision sha1l remain in effect either for a period of five years 

or, where the applicant for the construction permit has made timel~T submittal of 

the information required to support the application as provided in ~ 2.101<a - 1), 

until the proceeding for a permit to construct a facility on the site identified in 

the partial decision has been concluded,l unless the Commission or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upon its own initiative or upon motion by a party 

to the proceeding, finds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new information that 

substantia1ly affects the earlier conclusions and reopens the hearing record on 

site suitability issues. Upon good cause shown, the Commission may extend the 
five year period during which a partial decision sha1l remain in effect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one year. 

(b)(2) 공청회 이후 부지적합성 문제에 대한 ASLB악 인차 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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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결정에 대해 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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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토를 완료하게 되면， 그 부분 결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거나， 혹은 건 

설허가 허가신청자가 ~ 2.101(a - 1)에 제시된 대로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 

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 부분 결정에서 확인된 부지에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허가 처분에서 다른 결론이 날 때까지 유효하다. 단， NRC나 ASLB에서 

자신의 발의 혹은 그 처분에 참여한 당사자의 제의에 의해 이전의 결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규 자료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부지적합성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재개최하지 않을 때에 그러하다. NRC에서는 부분 결정이 유효한 기 

간을 5년에서 추가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Subpart G -- Rules of General Applicability 
부절 G -- 일반 규칙 

2.700 Scope of subpart 

2.700 범위 

The general rules in this subpart govern procedure in a l1 ad.i udications initiated 

by the issuance of an order pursuant to ~ 2.202, an order pursuant to ~ 2.205(e) , 

a notice of hearing, a notice of proposed action issued pursuant to ~ 2.105, or a 

notice issued pursuant to ~ 2.102(d)(3). The procedures applicable lo the 

proceeding on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receive and posses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t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are set forth in 

subparl ]. 

본 subpart의 일반 규칙들은 ~ 2.l 02(d)(3)에 따라 발부되는 통지， ~ 2.105에 따라 

발부되는 제안 조치 동지 및 청문회 통지， ~ 2.205(e)에 따른 명령 및 ~ 2.202에 따 

른 명령 발부 시의 모든 사법적 판결 과정 절차에서 작용된다. 지중 처분 시설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수틱- 저장하기 위한 인허가 선정에 대한 판결행위에 적용 

가능한 절차는 subpart J에서 설명된다. 

2.700a Exceptions 

2.7ooa 예외 

(a) Consistent with 5 U.S.C. 554(a)(4) of the Adrn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Commission may provide alternative procedures in adjudications to the extent 

that there is involved the conduct of military or foreign affairs functions. 

(a) 행정절차조례의 5 U.S.c. 554(a)(4)에 따라， NRC는 군사 및 외교 문제 기능의 

수행에 관펀펀 뱀위까지 시-법적 판결에서 대안 첼차판 준바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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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is rule sha11 apply to proceedings in progress where hearings have 

already been requested or ordered as we11 as to future proceedings. 

(b) 본 규칙은 청문회가 이미 요청되거나 명령되어 진행중인 판결행위 뿐만 아니가 

미래의 판결행위에도 적용된다. 

2.702 Docket 

2.702 등재 

The Secretary shall maintain a docket for each proceeding subject to this part, 
commencing with the issuance of the initial notice of hearing, notice of 

consideration of issuance of facility operating license or other proposed action 

specified in 92.105, or order. The Secretary shall maintain all files and records, 

including the transcripts of testimony and exhibits and a11 papers, 

correspondence, decisions and orders filed or issued. 

명령과 92.105에서 열거된 다른 제안 조치 및 운전 허가 발부 고려 통지， 청문회에 

대한 일차 통지 발부로부터 시작하여， 행정관은 lOCFR2에 따른 각 판결행위에 대 

해 지속적으로 등재해야 한다. 행정관은 증언 사본과 증거 서류， 모든 서류， 제출되 

거나 발부된 결정， 명령， 맙선을 포함한 모든 문서와 기록플 보유해야 한다. 

2.703 Notice of hearing 

2.703 청문회 동지 

(a) ln a proceeding in which the terms of a notice of hearing are not otherwise 

prescribed by this part, the order or notice of hearing will state: 

(a) lOCFR2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청문회의 풍지 기간에 해당하는 판결행 

위에서， 청문회의 통지나 명령에서는 다음을 진술한다· 

(1) The nature of the hearing, and its time and place, or a statement that the 
time and place wi11 be fixed by subsequent order; 

(1) 청문회의 성격 및 그 시간과 장소， 또는 그 시간과 장소를 나중에 명령한다는 

진술; 

(2) The legal authority and jurisdiction under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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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회를 개최할 관련법상의 당국 및 사법권; 

(3) The matters of fact and law asserted or to be considered; and 

(3) 논의 및 고려될 사실과 법률의 문제; 그리고 

(4) The time within which an answer sha11 be filed. 

(4) 답변을 제출할 기한. 

(b) The time and place of hearing wi11 be fixed with due regard for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public interest. 

(b)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는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들의 편의， 판결행위의 성격， 그 

리고 대중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된다. 

2.704 Designation of presiding officer, disqualification, unavailability 

2.704 청문회 주관자의 임명， 그리고 실격， 해엄 

(a) The Commission may provide in the notice of hearing that one or more 

members of the Commission, or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or a 

named ofiicer who has been delegated final authority in the matter, sha11 

preside. If the Commission does not so provide,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wiU issue an order designating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appointed pursuant to section 191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or, if the Commission has not provided for the 

hearing to be conducted by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wi11 issue an order designating an administrative law 

judge appointed pursuant to section 3105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a) NRC는 청문회 통지에서 NRC 또는 ASLB 회원들 중 한 명이나 그 이상， 또는 

그 문제에 대해 최종적 권한이 위임된 지명된 공무원에게 청문회를 주관하도록 한 

다. 만약 NRC가 그렇게 청문회 주관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ASLBP의 의장은 1954 

년 개정된 원자력조례 191절에 준하여 지정된 ASLB를 임명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또는， 만약 NRC가 ASLB에 의해 수행되는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주관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주심행정법판사는 미법령 title 5의 3105절에 준하여 행정법판사를 

임명하는 명령플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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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If a designated presiding officer or a designated member of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deems himself disQualified to preside or to participate as a 

board member in the hearing, he sha11 withdraw by notice on the record and 

sha11 notify the Commission or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as appropriate, of his withdrawal. 

(b) 만약 임명된 청문회 주관자나 ASLB의 회원이 그 자신이 청문회에서 보드 회원 

으로서 주재 및 참가할 자격을 앓었다고 판단하면 그는 기록되는 통지에 의해 물 

러나야 하고 그의 물러남이 적절하다면 NRC나 ASLBP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C) If a party deems the presiding officer or a designated member of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to be disQualified, he may move that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board member disQualify himself. The motion sha11 be supported 

by affidavits setting forth the a11ege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If the 

presiding officer does not grant the motion or the board member does not 

disQualify himself, the motion sha11 be referred to the Commission which wi11 

determine the sufficiency of the grounds alleged. 

(c) 만약 당사자가 청문회 주관자나 ASLB의 임명된 회원이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 

하면， 그는 청문회 주관자나 ASLB의 회원이 그 자선플 설격시키도록 동의(폐議)할 

수 있다. 그 동의에는 설격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선서진술서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만약 청문회 주관자가 그 동의를 승인하지 않거나 ASLB의 회원이 ÀÀ 

로를 실격시키지 않는다면， 동의는 주장 근거의 타당성플 결정하는 NRC에게 위틱

되어야 한다. 

Cd) If a presiding officer or a designated member of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becomes unavailable during the course of a hearing. the 

Commission or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as appropriate, wi11 desi당nate another presiding officer or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member. If he becomes unavailable after the hearing has been 
concluded: 

Cd) 만약 청문회 주관자나 임명된 ASLB의 회원이 청문회 진행 중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NRC나 ASLBP의 의장은 적절할 경우에 다른 청문회 주관자나 ASLB 

의 회원을 지명한다. 만약 청문회 주관자나 임명된 ASLB의 회원이 청문회의 결론 

이 난 이후에 그 역할음 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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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The Commission may designate another presiding officer to make the 
decision; or 

(1)(i) NRC는 결정을 할 다른 청문회 주관자를 임명할 수 있다; 또는 

(ii)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or the 

Commission, as appropriate, may designate another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member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ii) ASLBP의 의장이나 NRC는 적절할 경우에 결정에 참여할 다른 ASLB의 회원 

을 임명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 may direct that the record be certified to it for decision; or 

(2) NRC는 기록이 결정에 대해 공인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는 

C~) The Commission may designate another presiding officer. 

(3) NRC는 다른 청문회 주관자를 임명할 수 있다. 

(e) 1n the event of substitution of a presiding officer or a designated member of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for the one originally designated , an~' 

motion predicated upon the substitution shall be made within five (5) da~'s 

thereafter. 

(e) 청문회 주관자나 원래 임명된 자에 대해 ASLB의 지정된 회원을 대리할 경우 

에， 대리에 대한 예상되는 어떤 동의도 5일 이내에 제춤되어야 한다. 

2.705 Ans wers 

2.705 답변 

(a) Within twenty (20) days after service of the notice of hearing , or su미1 other 

tim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of hearing , a party may file an answer 

which sha11 concisely state: 

(a) 청문회 통지 송달 후 20일 이내에 또는 청문회 통지에서 명시한 다른 기한 이 

내에， 당사자는 간결하게 진술하는 답변을 제출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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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nature of his defense or other position; 

(1) 그의 변론 및 다른 입장에 대한 성질; 

(2) The items of the specification of issues he controverts and those he does 

not controvert; and 

(2) 그가 반박하는 문제들의 열거 항목과 반박하지 않는 문제들의 열거 항목; 그리 

고 

(3) Whether he proposes to appear and present evidence. 

(3) 그가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를 제안하는가의 여부. 

(b) If facts are a11eged in the specification of issues, the answer shall admit 이· 

deny specifically each material a11egation of fact; or, where the party has no 

knowledge or information sufficient to form a belief, the answer may so state 

and the statement sha11 have the effect of a denial. Material a11egations of fact 

not denied sha11 be deemed to be admitted. Matters a11eged as affirmative 

defenses or positions shall be separately stated and identified and, in the 

absence of a reply, sha11 be deemed to be controverted. 

(b) 만약 열거된 문제들에서 주장되는 사설이 있을 경우， 답변에서는 명확하게 사섣 

의 중요한 주장들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또는， 당사자에게 신뢰를 형성하기 

에 충분한 지식이나 자료가 없을 경우， 답변에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있고 그 

진술서는 부인의 효과를 갖는다. 부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된 주장 

은 인정으로 간주된다. 확실한 변론 및 입장으로 주장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진술 

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답변이 없을 경우 논쟁될 것으로 간주된다. 

(c) If a party does not oppose an order or proposed action embodied in or 

accompanying the notice of hearing, or does not wish to appear and present 

evidence at the hearing, the answer sha11 so state. In lieu of appearing at the 
hearing, a party may request leave to file a statement under oath or affirmation 

of reasons why the proposed order or action should not be issued or should 

differ from that proposed. Such a statement, if accepted, will be accorded 
whatever weight is deemed proper. 

(c) 만약 당사자가 청문회 통지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그 이후에 나온 제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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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출내고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에서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신에， 당사 

자는 제안된 명령이나 조치가 발부되지 말아야 하거나 제안된 것과는 달라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서약이나 확약에 따라 진술을 보관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2.706 Reply 

2.706 응답 

A party may file a reply to an answer within ten (10) days after it is served. 

당사자는 답변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답변에 대한 웅답을 제출할 수 있다. 

2.707 Default 

2.707 불이행시 조치 

On failure of a party to file an answer or pleading within the time prescribed in 

this part or as specified in the notice of hearing or pleading; to appear at a 

hearing or prehearing conference, to comply with any prehearing order entered 

pursuant to ~ 2.751a or ~ 2.752, or to comply with any discovery order entered 

by the presiding officer pursuant to ~ 2.740, the Commission or the prcsiding 

officer may make such orders in regard to the failure as are just. including. 

among others, the following: 

당사자가 본 법에 규정된 또는 청문회 통지에 명시된 기한 이내로 답변 및 탄원을 

제쏠하지 못하거나， 청문회 및 예비 청문회에 출석하여 ~ 2.751a or ~ 2.752에 따른 

예비 청문회 명령플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 2.740에 따라 청문회 주관자의 명령 

윤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NRC나 청문회 주관자는 다유플 포함하여 그 붙이행에 

관한명령을할수있다. 

(a) Without further notice, find the facts as to the matters regarding which the 

order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1aim of the party obtaining the order, 

and enter such order as may be approprÌate; or 

(a) 후속 통지를 하지 않고， 명령을 받는 당사자의 요구와 일치하는 명령이 내려진 

문제뜰에 깐한 사설들올 발견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명령을 작성한다. 또는 

(b) Proceed without further notice to take proof on the issues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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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열거된 문제에 대해 증거를 취하는 후속 통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다. 

2.712 Service of papers, methods, proofs 

2.712 문서， 방법， 증거의 송달 

(a) Service of papers by the Commission. Except for subpoenas, the Commission 

wi11 serve a11 orders, decisions, notices, and other papers issued by it upon a11 

partles. 

(a) NRC에 의한 문서의 송달. 소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NRC는 모든 명령， 결정， 통 

지 및 관련 문서들을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b) Who may be served. Any paper required to be served upon a party sha11 be 

served upon him or upon the representative designated by him or by law to 

receive service of papers. When a party has appeared by attorney. service must 

be made upon the attorney of record. 

(b) 송달 대상. 어떤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문서는 그 자신 또는 그 대표자에 

게 송달되어야 한다. 

(C) How service may be made. Service may be made by personal delivery. by 

first class.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including air mail. by telegraph. or a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Where there are numerous parties to a proceeding , 

the Commission may make special provlslon regarding the service of papers. 

The presiding officer may require service by express mail upon some or all 

parties anò the presiding officer. 

(c) 송달 방뱀. 송달은 개인적으로 전달하거나， 일급 및 인증된 우편(항공 우편 포 

함) • 전보 및 기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그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매우 많 

을 경우， NRC가 특별한 송달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 청문회 주관자는 당사자들 및 

자신에 게 특급(고속)으로 송달을 요구할 수도 있다. 

2.713 Appearance and practice before the Commission in adjudicatory 

proceedings 
2.713 사법적 판결과정에서 NRC에의 출석 및 관례 

(a) Standards of practice. 1n the exerCÌse of their functions under this subpart, 

the Commission,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s, and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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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udges function in a quasijudicial capacity. Accordingly, part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proceedings subject to this subpart are expected to conduct 

themselves with honor, dignity, and decorum as they should before a court of 

law. 

(a) 관례 기준. 본 subpart 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NRC , ASLB, 행정법판사는 

준사법적 권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 subpart에 따른 판결행위에서 당사자와 

그 대표자는 그들이 법정 앞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예절， 존엄 명예를 갖고 행동하 

도록 한다. 

(b) Representation. A person may appear in an adjudication on his or her own 

behalf or by an attomey-at-law. A partnership, corporation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 may be represented by a duly authorized member or officer, or by 

an attomey-at-law. A party may be represented by an attomey-at-law provided 

the attomey is in good standing and has been admitted to practice before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or the highest court of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y person appearing in a 

representative capacity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a written notice of 

appearance which shall state his or her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on whose behalf he or she appears: and, in 

the case of an attomey • at-law, the basis of his or her eligibility as a 

representative or, in the case of another representative, the basis of his or her 

authority to act on behaJf of the party. 

(b) 대표(대리) . 개인은 그 자신이 스스로 또는 변호사륜 통해 사법적 판결에 출석 

할 수 있다. 조합， 법인， 비법인 기관은 정식으로 승인된 회원이나 공무원， 또는 변 

호사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당사자는 충분한 지위에 있으며， 어떤 연방법원， 콜롬 

비아 지역법원， 또는 미국의 어떤 주， 지역 등의 최고 법정 앞에서 실무를 한 것이 

공인된 변호사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대표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어떤 개인은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대리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진술하는 출석 통지를 

NRC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의 경우， 대표자로서 그의 자격의 기초， 

그리고 다른 대표자의 경우 어떤 당사자를 대표할 자신의 권한의 기초를 진술하는 

출석 통지륜 제출해야 한다. 

(c) Reprimand, censure or suspension from the proceeding. 

(c) 판결행위로부터 징계， 견책， 또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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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may, if necessary for the orderly 

conduct of a proceeding, reprimand, censure or suspend from participation in the 

particular proceeding pending before it any paπy or representative of a party 

who shall refuse to comply with its directions , or who shall be guilty of 

disorderly, disruptive, or contemptuous conduct. 

(1) 만약 판결행위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주관자나 NRC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혼란을 일으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어떤 당사자 

나 당사자의 대표자에게 특정한 판결행위에 참석하는 것을 징계하거나 견책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2) A reprimand, a censure or a suspension which is ordered to run for one day 

or less shall be ordered with grounds stated on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and 
shall advise the person disciplined of the right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c)(3) of this section. A suspension which is ordered for a longer period shall be 

in writing, shall state the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and shalladvise the 

person suspended of the right to appeal and to request a stay pursuant to 

paragraphs (c)(3) and Cc )(4) of this section. A proceeding may be stayed for a 

reasonable time in order for an affected partY to obtain other representation if 

this would be necessary to prevent injustice. 

(2) 하루 또는 그 이하 동안에 대해 명령받은 견책， 징계 정직은 판결행위 기록에 

끈거하여 충분히 그 이유를 언급되어야 하고， 본 젤의 단락 (c)(3)에 준하여 개언에 

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더 낀 기간 동안에 대해 멍령받은 

정적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기반을 진술해야 하고， 본 

젤의 단락 (c)(3)과 (c)(4)에 준하여 개인에게 유예블 요청하고 항소할 권리가 있음 

플 얄려야 한다. 민-약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판결행위는 영헝: 받는 

당사자를 위해 적절한 기간 동안 유예될 수 있다. 

(;3> Anyone disciplined pursuant to this section may within ten (10) days after 

issuance of the order file an appeal with the Commission. The appeal shall be in 

writing and state concisely, with supporting argument, why the appellant 

believes the order was erroneous , either as a matter of fact or law.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each appeal on the merits, including appeals in cases 

in which the suspension period has already run. If necessary for a full and fair 

consideration of the facts , the Commission may conduct further evidentiary 

hearings, or may refer the matter to another presiding officer for development of 

él record. ln the latter event, unless the Commission provides specific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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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residing officer, that officer sha11 detennine the procedure to be fo11owed 

and who sha11 present evidence, subject to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Such 

hearing sha11 commence as soon as possible. In the case of an attomey, if no 

appeaJ is taken of a suspension, or, if the suspension is upheld at the conclusion 

of the appeal,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as appropriate, sha11 

notify the state bar(s) to which the attomey is admitted. Such notification sha11 

include copies of the order of suspension, and, if an appeal was taken, briefs of 

the parties, and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3) 본 절에 따라 징계 받은 모든 개인은 명령 발부 후 10일 이내에 NRC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항소는 뒷받침되는 주장을 가지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간결 

하게 해당 명령이 사실이나 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믿는 이유를 진술 

해야 한다. NRC는 정직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경우의 항소를 포함하여， 시비를 따져 

서 항소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공정한 고려가 필요하다변， 

NRC는 추가 증거가 펼요한 청문회를 지시해야 한다. 또는 다른 청문회 주관자에게 

그것을 위탁할 수 었다. 후자의 경우， NRC가 청문회 주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 

리지 않는다면， 청문회 주관자는 법의 적절한 조항에 따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사땀과 다음에 이어질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청문회는 가능한 한 즉시 착수 

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 만약 정직에 대해 어떤 항소도 취하지 않거나， 또는 정 

적이 항소의 마지박에 확정된다면， 청문회 주관자나 NRC는 변호사가 허용되는 주 

의 법정음 동지해야 한다. 만약 항소가 취해진다띤， 그렌 콩지에는 정직 명령의 사 

본， 당사자의 요약보고， NRC의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A suspension exceeding 1 day sha11 not be effective for 72 hours from the 

datc thc suspension order is issued. Within this time a suspended individual 

may request a stay of the sanction from the appropriate reviewing tribunal 

pending appeaJ. No responses to the stay request from other parties will be 

entertained. If a timely stay request is filed , the suspension shall be stayed until 

the reviewing tribunaJ rules on the motion. The stay request sha11 be in writing 

and contain the infonnation specified in ~ 2.788(b) (1) , (2) and (3) of this part. 

The Commission sha11 rule on the stay request within 10 days after the filing of 

the motion. The Commission sha11 consider the factors specified in ~ 2.788(e) (1) 

and (2) of this part is detennining whether to grant or deny a stay application. 

(4) 하루가 초과하는 정직은 정직 명령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72시간 동안 유효하지 

않아야 한다. 이 시간 내에 정직된 개인은 항소하는 동안에 적절한 재검토를 하는 

법정에 재가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당사지-로부터 요청을 유예하는 어떤 

반언은 허용하지 않논다. 만약 시기적절한 유예 요칭이 제기펀다면， 정직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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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정이 동의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 유예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 

고 lOCFR2 ~ 2.788(b) (1), (2)와 (3)에서 열거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NRC는 동 

의 제기 후 10일 이내에 유예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NRC는 lOCFR2 ~ 

2.788(e) (1)과 (2)에서 열거된 사항들에 기준하여 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과 거부를 

결정해야 한다. 

2.714 1ntervention 

2.714 소송을 통한 개입 

(a)(1)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a proceeding and who 

desires to participate as a party shall file a written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1n a proceeding noticed pursuant to ~ 2.105,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may also request a hearing. The petition and/or request 

shall be filed not later than the time specified in the notice of hearing, or as 

provided by the Commission,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designated to rule on the petition anψor request, or as provided 

in ~ 2.102(d)(3). Nontimely filings will not be entertained absent a determination 

by the Commission,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designated to rule on the petition anψ'or request, that the petition and/or 

request should be granted based upon a balancing of the following factors in 

addition to those set out in paragraph (d)( l) of this section: 

(a)( 1) 자신의 이해 관계가 판결행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고 딩사자로서 참여하기 

를 바라는 개인은 개입할 허가에 대한 서면으로 된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 2.105 

에 준하여 통지된 판결행위에서， 이해 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는 어떤 개인이라도 

또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원 및 요청은 청문회 통지에 명시된 기한 이내로 

제출하거나， 또는 청원 및 요청을 주관하기로 지정된 NRC, 청문회 주관자나 ASLB 

가 제시한 기한 이내로 제출하거나， 또는 S 2.102(d)(3)에서 명시한 기한 이내로 제 

출해야 한다. 기한에 맞지 않게 제출하게 되면 청원 및 요청을 주관하기로 지정된 

ASLB, 청문회 주관자， NRC의 결정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그러한 

청원 및 요청은 본 절의 단락 (d)( 1)에서 제시된 것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소들을 비 

교 평가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i) Good cause, if any , for failure to file on time. 

(i) 만약 있다면， 시간에 맞게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 

Gi) The availability of other means whereby the petitioner ’ s interes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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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ii) 원고의 이해 관계가 보호될 다른 이용가능한 수단. 

(iii) The extent to which the petitioner' s participation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assist in developing a sound record. 

(i ii) 원고의 참여가 건전한 기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정 

도. 

(iv) The extent to which the petitioner’ s interest will be represented by 

eXlstmg parties. 

(iv) 원고의 이해 관계가 현존하는 당사자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정도. 

(v) The extent to which the petitioner' s participation wiU broaden the issues or 

delay the proceeding. 

(v) 원고의 참여로 인해 문제가 확장되거나 판결행위가 지연되는 정도. 

(2)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interest of the petitioner in 

the proceeding, how that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 including the reasons why petitioner should be permitted to 

interven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factors in paragraph (d)( 1) of 대IS 

section, and the specific aspect or aspects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ceeding as to which petitioner wishes to intervene. 

(2) 그 청원에서는 판결행위에서 원고가 개입하기를 바라는 판결행위의 주요 문제 

의 구체적인 면과 본 절의 단락 (d)( 1)의 사항들을 특별히 참조하여， 원고가 개입하 

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어떻게 판결행위의 결과에 의해 이해 

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는가와 원고의 이해 관계를 상세하게 진술해야 한다. 

(3) Any person who has filed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or who has been 

admitted as a party pursuant to this section may amend his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A petition may be amended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presiding 

officer at any time up to fifteen (15) days prior to the holding of the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pursuant to ~ 2.751a, or where no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is held, fifteen (15) days prior to the holding of the first pre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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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After this time a petition may be amended only with approval of the 

presiding officer, based on a balancing of the factors specified in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Such an amended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 of this section pertaining to 

specifici ty. 

(3) 개입할 허가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거나 본 절에 준하여 당사자로서 허가되는 
개인은 개입할 권리에 대한 그의 청원을 수정할 수 있다. 청원은 ~ 2.715a에 준하는 

특별한 예비청문회 회의의 개최 전 15일까지 언제라도 청문회 주관자의 이전 승인 

없이 수정될 수 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예비청문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최초 

의 예비청문회 회의가 열리기 전 15일이다. 이 기간 이후에 청원은 본 절의 단락 

(a)(1)에 명시된 사항들을 비교 평가하여 청문회 주관자의 승인만으로 수정될 수 있 

다. 개입할 허가에 대한 수정된 청원은 특히 본 절의 이 단락 (a)의 요건들을 만족 

시켜야만 한다. 

(b)( 1) Not later than fifteen (15) days prior to the holding of the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pursuant to ~ 2.751a, or if no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is held, fifteen (5) days prior to the holdin당 of the first prehearing 

conference, the petitioner sha11 file a supplement to his or her petition to 

intervene that must include a list of the contentions which petitioner seeks to 

have litigated in the hearing. A petitioner who fails to file a supplement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t 

least one contention wi11 not be permitted to participate as a party. Additional 

time for filing the supplement may be granted based upon a balancing of the 

factors in paragraph (a)( 1) of this section. 

(b)( 1) ~ 2.751a에 따른 특별한 예비청문회 회의의 개최 이전에 15일보다 늦지 않게. 

또는 만약 첫 예비청문회 회의의 개최 이전에 15일 이내에 어떤 특별한 예비청문회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면 원고는 그가 청문회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장의 

목록을 포함하여 개입하기 위한 청원에 대한 보충본을 제출해야 한다. 적어도 한 

주장에 관해서 본 절의 단락(b)(2)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보충본을 제출하지 못한 청 

원자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승인될 수 없다. 보충본을 제출하는 데 대한 추 

가적인 시간은 본 절의 단락(a)( 1)의 사항들을 비교평가하여 승인될 수 있다. 

(2) Each contention must consist of a specific statement of the issue of law or 

fact to be raised or controverted. ln addition, the petitioner sha11 provide the 

fo11owing information with respect to each co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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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주장은 이의가 제기되거나 반론이 제기된 법이나 사실에 대한 문제의 구체 

적인 진술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다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i) A brief explanation of the bases of the contention. 

(i) 주장의 기초에 대한 간략한 설명. 

(ii) A concise statement of the alleged facts or expert opinion which support the 

contention and on which the petitioner intends to rely in proving the contention 

at the hearing, together with references to those specific sources and documents 

of which ~he petitioner is aware and on which the petitioner intends to rely to 

establish those facts or expert opinion. 

(ii) 원고가 사실이나 전문가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출 

처 및 문서에 대한 참조와 함께 논쟁점을 지지하고 원고가 청문회에서 논쟁점을 

제시하기 위해 의존하려 하는 주장된 사설이나 전문가 의견에 대한 간결한 진술. 

(iii) Sufficient information (which may include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s (b)(2)( i) and (ii) of this section) to show that a genuine dispute 

exists with the applicant on a material issue of law or fac t. 

(iii) 허가선청지-와 관련하여 법이나 사섣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논쟁점이 존새한 

디-는 것윤 증명하는 충분한 자료. (이에는 본 절의 (ii) 와 단락 (b)(2)(i) 에 준하논 자 

료가 포함된다) 

This showing must include references to the specific portions of the application 

(including the applicant' s environmental report and safety report) that the 

petitioner disputes and the supporting reasons for each dispute, or, if the 

petitioner believes that the application fails to contain information on a relevant 

matter as required by law, the identification of each failure and the supporting 

reasons for the petitioner' s belief. 

이 증명에는 원고가 논쟁을 제기하는 신청서(허가신청자의 환경보고서와 안전성분 

석보고서를 포함하여)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참조와 각 논쟁에 대한 지지하는 이유 

가 포함한다. 또는 만약 원고가 법에 의해 요구되는 적절한 문제에 대해 선청서에 

해당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 부족과 원고의 결론에 대한 지지 

하는 이유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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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issues arising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the petitioner 

sha11 file contentions based on the applicant ’s environmental report. The 

petitioner can amend those contentions or file new contentions if there are data 

or conclusions in the NRC draft or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or any supplements relating thereto, tha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ata or conclusions in the applicant’ s document. 

NEPA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원고는 허가신청자의 환경 보고서에 기초한 

논쟁점들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만약 NRC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나 최종환경 

영향평가서， 환경평가 및 그 추보평가서 둥에 허가신청자의 문서의 자료나 결론과 

중대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논쟁점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쟁점을 제출할 

수 있다. 

(c) Any party to a proceeding may file an answer to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or a supplement thereto within ten (0) days after service of the 

petition or supplemen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ctors set forth in 

paragraph (d) (1) of this section. The staff may file such an answer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service of the petition or supplement. 

(c) 판결행위의 어떤 당사자라도 본 절의 단락(d)( l)에서 진술한 사항에 특별히 추 

가하여， 청원이나 보충 이후에 10일 내에 보충하거나 개입할 허가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요원는 청원이나 보충 후 15일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d) The Commission,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designated to rule on petitions to intervene and/or requests for hearing 

sha11 permit intervention, in any hearing on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receive and posses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t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by the State in which such area is located and by any affected 

lndian Tribe as defined in p따t 60 of this chapter. In a11 other circumstances, 

such ruling body or officer sh려1 ， in ruling on --

(d) 청문회에 대한 요청이나 개입 청원을 주관하도록 지정된 NRC, 청문회 주관자， 

ASLB는， 그 인근 지역에 lOCFR2 part 60에서 정의한 영향받을 수 있는 인디안 부 
족이 위치한 지중처분시설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불을 수탁， 저장하기 위한 신청 

서에 대한 청문회에서， 소송을 통한 개업을 승인해야 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 그러 

한 규제자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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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or a request for a hearing,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 among other things: 

(1) 청문회 요청 및 개입 청원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i) The nature of the petitioner’s right under the Act to be made a party to the 

proceeding. 

(i) 판결행위의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원자력조례에 따른 원고로서의 권리의 성절. 

(ii)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petitioner’ s property, financial , or other interest 

in the proceeding. 

(ii) 판결행위에서 원고의 재산， 재무， 다른 이해관계의 범위와 성질. 

(iii) The possible effect of any order that may be entered in the proceeding on 

the petitioner' s interest. 

(iii) 판결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이해관계에 미칠 수 

가능한 영향. 

。1 조二 
λ).. L_ 

(2) The admissibility of a contenUon, refuse to admit a contention if: 

(2) 논쟁점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만약 다음 조건이라떤 논쟁점플 승인기를 거부한 

다: 

(i) The contention and supporting material fail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or 

(i) 논쟁점과 그 지지 자료가 본 절의 단락 (b)(2)의 요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 
。T 

(ii) The contention, if proven, would be of no consequence in the proceeding 

because it would not entitle petitioner to relief. 

(ii) 원고에게 구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논쟁점이 판결행위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 

지 못한 경우 

- 281 



(e) If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determines that any of the 

admitted contentions constitute pure issues of law, those contentions must be 

decided on the basis of briefs or oral argument according to a schedul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or presiding officer. 

(e) 만약 NRC나 청문회 주관자가 어떤 승인된 논쟁점들이 순전히 법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논쟁점들은 NRC나 청문회 주관자가 결정한 계획에 

따라서 짧은 발표나 구두 토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f) An order permitting intervention anψ'or directing a hearing may be 

conditioned on such terms as the Commission, presiding officer or the 

designated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may direct in the interests of: 

(f) 개입을 허가하고/거나 청문회를 지시하는 명령은 NRC , 청문회 주관자나 지정된 

ASLB가 다음을 고려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휠 수 있다: 

(1) Restricting irrelevant, duplicative, or repetitive evidence and argument, 

(1) 부적절한， 중복되는， 또는 반복적인 증거와 주장을 제한한다， 

(2) Having common interests represented by a s)Jokesman , and 

(2) 대변인에 의해 대리되는 공동의 이해관계， 그리고 

(::3) Retaining authority to determine priorities and control the compass ()f the 

hearing. 

(3)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청문회의 범위를 조정하는 권한을 유지한다. 

(g) In any case in which, after consideration of the factors set forth in 

paragraph (d)( l) of this section, the Commission 이- the presiding officer finds 

that the petitioner' s interest is limited to one or more of the issues involved in 

the proceeding , any order a110wing intervention sha11 limit his participation 

accordingly. 

(g) 본 절의 단락(d)( l)에서 진술한 사항틀을 고려한 후， NRC나 청문회 주관자가 

원고의 이해관계가 판결행위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문제에 제한되는 것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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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개입을 승인하는 명령은 적절히 그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h) A person permitted to intervene becomes a party to the proceeding, subject 

to any limitations imposed pursuant to paragraph (f) of this section. 

(h) 본 절의 단락(f)에 준하여 부과된 제한 범위에 따라서， 개입이 승인된 개인은 

판결행위에서 당사자가 된다. 

(i)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 order allowing intervention, the 

granting of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does not change or enlarge the 

issues specified in the notice of hearing. 

(i) 만약 개입을 승인하는 명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입 청원의 

승인으로 인해 청문회 통지에서 열거된 문제들이 변경되거나 확장되지는 않는다. 

(j) The provlslOns of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license applications docketed 

under subpart J of this part. 

(j) 본 절의 조항들은 lOCFR2 subpart J하에서 둥재된 면허 신청에 적용되지 

다. 

。l- '-τ
L동L:" 

2.714a Petitions for review of certain rulings on petitions for leave to inter\'ene 

and/or requests for hearing. 

2.714a 청문회 요청 및 개입 청원에 관한 겸모 요청 

(a) NotwilÌlstanding the provisions of ~ 2.730(f), an order of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designated to rule on petitions for leave 

to intervene anψor requests for hearing may be appealed, in accordance πith 

the provlslons of this section, to the Commission within ten (10) days after 

service of the order. The appeal sha11 be asserted by the filing of a notice of 

appeal and accompanying supporting brief. Any other party may file a brief in 

support of or in opposition to the 매peal within ten (10) days after service of 

the appeal. No other appeals from rulings on petitions anψor requests for 

hearing shall be a11owed. 

(a) ~ 2.730(f)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요청 및 개입 청원을 주관하도록 임명 

된 청문회 주관자나 ASLB의 명령은， 그 명령 후 10얼 이내에 본 절의 조항에 따라 

NRC에 항소될 수 있다. 항소는 지지하는 간략한 주장과 항소 동지를 제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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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장할 수 있다. 어떤 다른 당사자는 그 항소 송달 이후 10일 이내에 그 항소 

에 대한 간략한 지지 또는 반대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이외의 항소는 허용되지 않 

는다. 

(b) An order wholly denying a petition for 1eave to intervene and/or request for 

a hearing is appea1ab1e by the petitioner on the question whether the petition 

and/or hearing request shou1d have been granted in who1e or in part. 

(b) 개입 청원 및 청문회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는 명령은， 그 청원이나 요청이 전적 

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있을 경우 원고에 의해 항소가 

가능하다. 

(c) An order granting a petition for 1eave to intervene and/or request for a 

hearing is appea1ab1e by a party other than the petitioner on the question 

whether the petition and/or the request for a hearing shou1d have been wholly 

denied. 

(c) 개입 청원 및 청문회 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은， 그 청원이나 요청이 전적으로 거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섬이 있음 경우， 원고가 아넌 당사자에 의해 항소가 

가능하다. 

2.715 Participation by a person not a party 
2.715 당사자가 아넌 개인의 참여 

(a) A person who is not a party may , in the discre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be permitted to make a 1imited appearance by making ora1 or written statement 

of his position on the issues at any session of the hearing or any prehearing 

conference within such 1imits and on such conditions as may be fixed by the 

presiding officer, but he may not otherwise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 

(a) 당사자가 아닌 개인은 청문회 주관자의 재량에 따라 청문회 주관자가 제한한 

범위 및 조건에 따라， 청문회나 어떤 예비청문회 회의의 일정 기간 중， 사안들에 대 

해 자신의 입장에 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출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는 판결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b) The Secretary will give notice of a hearing to any person who requests it 

prior to the issuance of the notice of hearing , and will furnish a copy of the 

notice of hearing to any person who requests it thereafter. When a 

284 



communication bears more than one signature, the Commission will give the 

notice to the person first signing unless the communication clear1y indicates 

otherwise. 

(b) 행정관은， 청문회 통지 발부 이전에， 그것을 요청한 개인에게 청문회에 대해 통 

지한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요청한 개인에게 청문회 통지 사본을 전달한다. 

(c) The presiding officer will afford representatives of an interested State, 

county, municipality, and/or agencies thereof,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nd to introduce evidence, interrogate witnesses, and advise the 

Commission without requiring the representative to take a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Such participants may also file proposed findings and exceptions 

pursuant to ~ ~ 2.754 and 2.762 and petitions for review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 2.786. The presiding officer may require such representative to 

indicate with reasonable specificity, in advance of the hearing. the subject 

matters on which he desires to participate. 

(c) 청문회 주관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주， 군， 지방자치체의 대리인 및 기관에게， 

판결행위에 참여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을 섬문함 기회와 문제에 관한 입장음 

표명할 대표자 없이 단독으로 NRC에 권고할 합리적인 기회륜 제공한다. 그 참여지

뜰은 또한 ~ 2.786에 따른 NRC에 의한 검토 청원과. ~ ~ 2.754와 2.762에 따라 제안 

된 갤과와 예외를 제출할 수 있다. 

(d) If a matter is taken up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 2.786. a person 

who is not a party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 rcspectively. be 

pcrmitted to file a brief "amicus curiae". A person who is not a party and 

desires to file a brief must submit a motion for leave to do 80 which identifies 

the interest of the person and states the reasons why a brief is desira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mmission. such brief must be filed 

within the time allowed to the party whose position the brief will support. A 

motion of a person who is not a party to participate in oral argument before the 

Commission will be gra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 

(d) 만약 문제가 92.786에 준하여 NRC에 의해 처리된다면， 당사자가 아닌 개인은. 
NRC의 재량에 따라， 제각각 간단한 “고문(amicus curiae)"를 제출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면서 개요발표를 제출하기륜 희망하논 개인은 개요발표에서 

적절한 이유를 진술하고 개인의 이해 관계를 확인하는 허가에 대한 동의를 제출해 

야 한디-. NRC가 다르게 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런 개요벨표는 그것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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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당사자에게 허용된 기한 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NRC 

앞에서 구두 논의를 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NRC의 재량으로 승인될 수 

있다. 

2.715a Consolidation of parties in construction permit or operating license 

proceedings 

2.715a 건설 허가 및 운전 허가 판결행위시 당사자들의 통합 

On motion or on its or his own initiative,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may order any parties in a proceeding for the issuance of a construction 

permit 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who have 

substantially the same interest tha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and who 

raise substantially the same questions, to consolidate their presentation of 

evidence, cross-examination, briefs,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and argument. However, it may not order any consolidation that would 

prejudice the rights of any party. A consolida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or 

a11 purposes of the proceeding, all of the issues of the proceeding , or with 

respect to any one or more issues thereof. 

동의(폐l議)에 의해 또는 그 자신의 발의(發議)에 의해， NRC나 청문회 주관지-는， 대 

체로 감은 이해관계를 갖고 대체로 같은 질문이 발생하논 생산 및 이용시섣에 대한 

건설허가나 운전허가 발부와 관련한 판결행위에 참여한 당사자플에게， 법괴- 논의의 

첼콘， 사실의 제안된 결론， 개요발표， 반대심문， 증거의 제출을 동협하도록 맹령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당사자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경우 어떤 통합도 명령힘 수 없 

다. 

2.716 Consolidation of proceedings 

2.716 판결행위의 통합 

On motion and for good cause shown or on its own initiative,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s of each affected proceeding may consolidate for hearing 

or for other purposes two or more proceedings, or may hold .ioint hearings with 

interested States anψOr other federal agencies on matters ()f concurrent 

.iurisdiction, if it is found that such action wi11 be conducive to the proper 

dispatch of its business and to the ends of justice and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subpart. 

동의가 있을 때 그에 합딩-한 충분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또는 그 지-신의 반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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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각 영향 받는 판결행위의 NRC 및 청문회 주관자는 둘 이상의 판결행위를 

통합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 연방 기관들에 대해 공동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 

다. 단， 이는 그러한 조치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정성이 유지되 

며， 본 subpart의 다른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이다. 

2.717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jurisdiction of presiding office 

2.717 청문회 주관자의 사법권의 개시 및 종료 

(a)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Commission, the jurisdic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designated to conduct a hearing over the proceeding, including 

motions and procedural matters, commences when the proceeding commences. If 

no presiding officer has been designated,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has such jurisdiction or, if he is unavailable, another administrative law judge 

has such jurisdiction. A proceeding is deemed to commence when a notice of 

hearing or a notice of proposed action pursuant to ~ 2.105 is issued. When a 

notice of hearing provides that the presiding officer is to be an administrative 

law judge,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wilI designate by order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who is to preside. The presiding officer' s jurisdiction 

in each proceeding wi I1 terminate upon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within which 

the Commission may direct that the record be certified Lo it for final decision. or 

when the Commission renders a final decision. or when the presiding officer 

shaIl have withdrawn himself from the case upon considering himself 

disqualified, whichever is earIiest. 

(a) 특별히 NRC가 다르게 명령하지 않을 경우， 동의(페l꿇)와 절차상의 문제란을 포 

함하여 판결행의에 대해 청문회를 수행하도확 염병 받은 청문회 주관자의 사법권은 

판결행위가 개시될 때 시작된다. 만약 칭문회 주관자가 임명되지 않았다면， 주섬행 

정법판사에게 그 사법권이 있으며， 청문회 주관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 

우-는 또 다른 행정법판사가 그런 사법권을 갖는디. 판결행위는 청문회 통지나 § 

2.105에 따른 제안 조치의 통지가 발부되었을 때 개시할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회 

풍지에서 청문회 주관자가 행정법판사일 것블 나타낼 경우， 주심행정법판사는 명령 

을 발부하여 주관할 행정법판사를 지명할 수 었다. 각 판결행위에서 청문회 주관자 

의 사법권은 NRC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청문회 주관자가 자신이 그 자 

격을 앓었다고 판단하여 뜰러날 때， 어느 것이 먼저이든지 NRC가 최종 결정으로 

인증하는 기간 만료시에 종결된다. 

(bl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I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may issue an order and take a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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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 proper administrative action with respect to a licensee who is a party 

to a pending proceeding. Any order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ending 

proceeding may be modified by the presiding officer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e proceeding. 

(b)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NRC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계류중인 판결행위 

의 당사자인 허가취득자에 대해서， 적절하다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적합한 행정 조 

치를 취하고 그러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계류중의 판결행위에 종속되는 주요 

사안에 관련된 어떤 명령이라도 판결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다면 청문 

회 주관자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 

2.718 Power of presiding officer 

2.718 청문회 주관자의 권한 

A presiding officer has the duty to conduct a fair and impartial hearing 

according to law,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avoid delay , and to maintain 

order. He has a11 powers necessary to those ends , includìng the powers to: 

정문회 주관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청분회플 수행하고， 시간 지 

연플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명령플 지속적으로 내린 의무가 였다. 그 

는 다음의 것들을 수행할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꽉적음 단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권한윤 가진다: 

(a) Administer oaths and affirmations. 

(a) 선서 및 확약을 관할， 집행한다. 

(b) Issue subpoenas authorized by law. 

(b) 법에 의해 승인된 소환장을 발부한다. 

(c) Rule on offers of proof, and receive evidence. 

(c) 증거 제시를 관장하고， 물증 등을 수령한다. 

<d) Order depositions to be taken. 

(d) 증서， 조서 등을 명 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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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gulate the course of the hearing and the conduct of the participants. 

(e) 청문회 진행 및 참가자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f) Dispose of procedural requests or similar matters. 

(f) 절차에 따른 요청 및 유산한 사안들을 처 리 한다. 

(g) Examine witnesses. 

(g) 증인을 심사한다. 

(h) Hold conferences before or during the hearing for settlement, simplification 
of the issues, or any other proper purpose. 

(h) 문제의 타협， 간소화 또는 다른 적절한 목적을 위해 청문회 진행 동안 또는 그 

이전에 회의를 개최한다. 

(j) Certify questions to the Commission for its determination, either in his 
discretion or on direction of the Commission. 

(j) NRC 지시나 그의 재링:에 따라 NRC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NRC 
에게 칠의를 할 수 있도록 인증한다. 

(j) Reopen a proceeding for the reception of further evidence at any time prior 
lo initial decision. 

(j) 일차 결정 이전에 어느 때라도 보충 증거 수령을 위한 판결행위를 재개한다. 

(k) Appoint special assistants from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pursuant to ~ 2.722; 

(k) ~ 2.722에 준하여 ASLBP로부터 특별 보좌관을 임명한다. 

(I) Issue initial decisions; and 

(J) 엘차 결정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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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ake any other action consistent with the Act, this chapter, and sections 

551 - 558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m) 원자력조례， lOCFR, 미법령 title 5의 551-558절에 부합하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한다. 

2.720 Subpoenas 

2.720 소환장 
• 

(a) On application by any party, the designated presiding officer or, if he is not 

available, the Chairman of the AtomÏ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or other designated officer will issue subpoenas 

requmng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witnesses or the production of 

evidence. The officer to whom application is made may require a showing of 

general relevance of the testimony or evidence sought, and may withhold the 

subpoena if such a showing is not made, but he shall not attempt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 어떤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임명된 청문회 주관자， 또는 그가 역할블 

수행할 수 없을 경우 ASLBP의 의장， 주섬행정법판사 또는 다른 임명된 청문회 주 

관자는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의 증언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선청서를 제출 받은 청문회 주관자는 조사된 증언이나 증거의 일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설명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소환장은 보류할 수 있디 

그러나 그는 증거의 승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 

(b) Every subpoena will bear the name of the Commission, the name and office 

of the issuing officer and the title of the hearing , and will command the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o attend and give testimony or produce specified 

documents or other things at a designated time and place. The subpoena will 

also advise of the quashing procedure provided in paragraph (f) of this section. 

(b) 모든 소환장에는 NRC의 이름， 발부하는 청문회 주관자의 성명 및 사무설， 청문 

회 제목 둥이 있어야 하며， 출석하도록 지시 받은 개인에게 명령하고 지정된 시간 

과 장소에서 열거된 문서나 다른 것들을 제시하거나 증언하도록 한다. 

(c) Unless the service of a subpoena is acknowledged on its face by the 

witness or is served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mmission, it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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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d by a person who is not a party to the hearing and is not less than 

eighteen (18) years of age. Service of a subpoena sha11 be made by delivery of 

a copy of the subpoena to the person named in it and tendering him the fees 

for one day ’ s attendance and the mileage a110wed by law. When the subpoena is 

issued on behalf of the Commission, fees and mileage need not be tendered, and 

the subpoena may be served by registered mai l. 

(c) 소환장의 송달을 증인이 표면상 인정할 수 없거나 그것을 NRC 요원 또는 직원 

이 발송하지 않으면， 그것은 18세 이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해야 한다. 소 

환장을 송달할 시에는 그 사본과 하루 동안의 출석을 위한 비용 및 법에 따른 마일 

리지를 제공한다. 소환장이 NRC를 대표하여 송달될 경우， 비용 및 마얼리지는 반드 

시 펠요하지는 않으며 둥록된 우편으로 가능하다. 

(d) Witnesses summoned by subpoena shall be paid, by the party at whose 

instance they appear, the fees and mileage paid to witnesses in 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d) 소환장에 의해 소환된 증인들은 미지방법원에서 증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수딩 

과 마얼리지뜰 받아야 한다. 

(e) The person serving the subpoena sha11 make proof of service by filing the 

subpoena and affidavit or acknowledgement of service with the officer before 

whom the witness is required to testify or produce evidence or with the 

Secretary. Failure to make proof of service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servlce. 

(e) 소환장을 발부하는 개인은 증인이 증언할 요원에게 인정서나 선서 진술서와 소 
환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 증명을 해야 한다. 증멍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유효 

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f) On motion made promptly, and in any event at or before the time specified 

in the subpoena for compliance by the person to whom the subpoena is directed, 

and on notice to the party at whose instance the subpoena was issued. the 

presiding officer or, if he is unavailable, the Commission may: (1) Quash or 

modify the subpoena if it is unreasonable or requires evidence not relevant to 

any matter in issue, or (2) condition denial of the motion on .i ust and reasonabl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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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즉각적인 동의(動議)가 있을 경우， 그리고 소환이 지시된 개인이 응한 대한 기한 

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발기에 의해 소환장이 발부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청문회 주관자 또는 그가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NRC는 다음을 수행한다: (1) 만 

약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거나 사안에 관련되지 않은 증거를 필요로 할 경우 소환 

장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한다， 또는 (2) 정당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동의에 대 
한 거부를 결정한다. 

(g) On application and for good cause shown, the Commission will seek judicial 

enforcement of a subpoena issued to a paπy and which has not been quashed. 

(g) 신청이 있을 시 그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NRC는 당사자에게 

된 아직 파기되지 않은 소환장에 대한 사법적 집행을 이행한다. 

닙l- t:I_ 
Eξ l 

(h)(1)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a) through (g) of this section are not 

applicable to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the Commissioners or NRC 

personnel, or to the production of records or documents in the custody thereof. 

(h)(1) 본 절 단락 (a)에서 (g)까지의 조항은 NRC나 NRC 위원의 출석 및 증언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보관되는 기록 및 문서 작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2)(i) In a proceeding in which the NRC is a party, the NRC staff will make 

available one or more witnesses designated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for oral examination at the hearing or on deposition regarding any 

matter, not privileged, which is relevant to the issues in the proceeding.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the Commissioners and named NRC personnel at a 

hearing or on deposition may not be required by the presiding officer, by 

subpoena or otherwise: Provided, That the presiding officer may , upon a 

showing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case in which a particular 

named NRC employee has direct personal knowledge of a material fact not 

known to the witnesses made available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require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named NRC personnel. 

(2)( i) NRC가 당사자가 된 판결행위에서 NRC 요원은 그 판결행위와 관련된 청문 

회에서의 구두 섬문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선서를 하기 위해 NRC 운영총국장이 

지명한 증인을 1인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청문회 및 선서 등에 NRC 위원 또는 지 

멍된 NRC 직원이 출석하여 중언하는 것은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소환장 또는 다 

른 방법으로 요구될 수 없다: 청문회 주관자는， 특별히 지정된 NRC 직원이 NRC 

운영총국장이 지정한 증인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 사섣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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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일 때， 지정된 NRC 직원의 출석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ii) In addition, a party may file with the presiding officer written interrogatories 

to be answered by NRC personnel with knowledge of the facts designated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Upon a finding by the presiding officer 

that answers to the interrogatories are necessary to a proper decision in the 

proceeding and that answers to the interrogatories are not reasonably obtainable 

from any other source, the presiding officer may require that the staff answer 

the interrogatories. 

(ii) 부가하여， 당사자는 청문회 주관자에게 NRC 운영총국장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관련 지식이 있는 NRC 직원에게 답변할 서면으로 된 질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질 

문서에 의한 답변이 판결행위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다 것과， 질문서 

에 의한 답변을 다른 출처로부터는 합리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청문회 주관자 

가 판단하게 될 경우 청문회 주관자는 요원에게 질문서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 

c] .. 

(iii) No deposition of a particular named NRC employee or answer to 

interrogatories by NRC personnel pursuant to paragraphs (h)(2)( i) and (ii) ()f 

this section shall be required before the matters in controversy in the proceeding 

havc been identified by order of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pursuant to ~ 2.751a,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prehearing conference held 

pursuant to ~ 2.752 except 때on leave of the presiding officer for good cause 

ShOWll. 

(iii) 꽉별히 지정된 NRC 직원의 선서증언이나 본 절의 단락 (h)(2)(i)와 (i i)에 따랴 

이행되는 NRC 직원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판결행위의 논쟁에서 그 사안이 § 

2.751a에 준하여 NRC 또는 청문회 주관자의 명령에 의해 확인되기 전이나， 또는 합 

딩-한 사유에 따라 청문회 주관자가 허용한 경우 이외에 ~ 2.752에 준하여 예바청문 

회 회의가 개시된 이후에는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iv) The provisions of ~ 2.740 (c) and (e) shall apply to interrogatories serv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iv) ~ 2.740(C)와 (e) 의 조항은 이 단락에 준하여 칠문서에 적용되어야 한다. 

C-O Records or documents in the custody of the Commissioners and 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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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ar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copying or photographing pursuant to 

~ ~ 2.744 and 2.790. 

(3) NRC 직원과 NRC 위원의 관리 하에 있는 기록이나 문서는 ~ ~ 2.744와 2.790에 

준하여 사진촬영， 복사， 열람 등에 이용될 수 있다. 

2.722 Special assistants to the presiding officer 

2.722 청문회 주관자의 특별보좌관 

(a) In consultation with the Panel Chairrnan, the presiding officer may, at his 

discretion, appoint from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personnel to assist the presiding officer in 

taking evidence and preparing a suitable record for review. Such appointment 

may occur at any appropriate time during the proceeding but shall, at the time 

of the appointment, be subject to the notice and disqualification provisions as 

described in ~ 2.704. Such special assistants may function as: 

(a) Panel 의 장과의 협 의 를 거 쳐 , 청 문회 주관자는 NRC가 정 한 ASLBP로부터 그의 

재량에 따라 검토를 위한 증거를 취득하고 적합한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을 보 

좌합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 임명은 판결행위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 

다. 그라나 임명할 때에는 ~ 2.704에서 기술된 통지 및 섣격 조항을 따라야 한다. 

그 꽉별보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Technical interrogators in their individual fields of expertise. Such 

interrogators shall be required to study the written testimony and sit with the 

presiding officer to hear the presentation and cross-examination by the parties 

of all witnesses on the issues of the interrogators ’ expertise, taking a leading 

role in exammmg such witnesses to ensure that the record is as complete as 
possible; 

(1) 개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관련 심문자. 그러한 심 

문지-는 기록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증언을 심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발표 및 질문자의 전문적 의견 발표에 대한 모든 증인 당사자들에 의한 

반대심문을 청취할 수 있도록 청문회 주관자와 동석하고 서면 증언을 연구할 의무 

가 있다. 

(2) Upon consent of all the parties, Special Masters to hear evidentiary 
prcsentations by the parties on specific technical matters, and. upon completion 

294 



of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to prepare a report that would become part of 

the record. Special Masters may rule on evidentiaη issues brought before them, 

in accordance with mm'2.743 and 2.757. Appeals from such rulings may be taken 

to the presiding officer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which sha11 be established 

in the presiding officer ’s order appointing the Special Master. Special Masters' 

reports are advisory only; the presiding officer sha11 retain final authority with 

respect to the issues heard by the Special Master; or 

(2)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특별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증거 발표를 
청취하는 특수전문가 그리고 증거 발표 완료 시 기록의 일부가 되는 보고서를 작 

성하기 위한 특수전문가. 특수전문가는 ~ ~ 2.743, 2.757에 따라 그들이 인수한 증거 

와 관련한 사안들을 관장해야 한다. 이 때 항소가 있을 시는 특수전문가를 지명하 

는 청문회 주관자가 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 주관자에게 제출할 수 있 

다. 특수전문가의 보고서는 단지 권고의 역할을 한다. 청문회 주관자는 특수전문가 

가 청취한 사안들에 관한 최종 권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3) Alternat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members to sit with the 

presiding officer, to participate in the evidentiary sessions on the issue for 

which the alternate members were designated by examining witnesses, and to 

advise the presiding officer of their conclusions through an on -the-record report. 

This report is advisory only; the presiding officer sha11 retain final authority on 

the issue for which the alternate member was designated. 

(::3> 섬문하는 증인이 대체 회원을 지명하는 사안의 증거가 요구되는 회기에 참여하 

고， 청문회 주관자에게 공개 보고서를 통해 그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역할 

플 하는， 청문회 주관자와 동석하는 부(폐) ASLB 회원. 이 보고서는 단지 권고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청문회 주관자는 대체 회원이 지명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권한 

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4) Discovery Master to rule on the matters specified in ~ 2.1018(a)(2) of this 

part. 

(4) lOCFR2 ~ 2.1018(a)(2)에 열거 된 문제를 주관하는 Discovery Master. 

(b) The presiding officer may, as a matter of discretion, inforrnally seek the 

assistance of Members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to brief 

the presiding officer on the general technical background of subjects involving 

complex issues which the presiding officer m따ht otherwise have difficul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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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ly grasping. Such informal briefings sha11 take place prior to the hearing on 

the subject involved and sha11 supplement the reading and study undertaken by 

the presiding officer. They are not subject to the procedures described in ~ 

2.704. 

<b) 청문회 주관자는 그의 재량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청문회 주관자가 빠르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는 주제에 대한 일반적 기술 근거에 

대한 요약 보고를 하기 위해 ASLB Panel 회원의 보좌관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런 

비공식적 요약 보고는 연루된 주제에 대한 청문회 이전에 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자가 맡게 되는 문서검토와 연구를 보충해야 한다. 그것들은 ~ 2.704에서 기술되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 

Motions 

동의(動議) 

2.730 Motions 

2.730 동의(떼議) 

(a) Presentation and disposition. A11 motions sha11 be addressed to the 

Commission or, when a proceeding is pending before a presiding officer, to the 

presiding officer. A11 written motions sha11 be filed with the Secretary, and 

served on a11 parties to the proceeding. 

(a) 제출과 처분. 모든 동의는 NRC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판결 행위가 청문회 주관 

자 관할 현안일 때는 청문회 주관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서면으로 된 동의 

는 행정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판결 행위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 Form and content. Unless made ora11y on the record during a hearing, or the 

presiding officer directs otherwise, a motion sha11 be in writing , sha11 state with 

particularity the grounds and the relief sought, and sha11 be accompanied by any 

affidavits or other evidence relied on, and, as appropriate, a proposed form of 

order. 

(b) 형식과 내용. 청문회 중에 구두로 기록되지 않거나 청문회 주관자가 지시하지 

않는다면， 동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사된 끈거와 경감 사항을 특별히 진 

숨해야 하고， 선서진술서나 다른 의존하는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C) Answers to motions. Within ten (0) days after service of a written motion. 

- 296 



or such other period as the Secretary or the Assistant Secretary or presiding 

officer may prescribe, a party may file an answer in SUIψort of or in opposition 

to the motion , accompanied by affidavits or other evidence. However, the staff 

may file such an answer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service of a written 

motion. The moving party sha11 have no right to reply, except as permitted by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Secretary or the Assistant Secretary. 

(c) 동의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 된 동의의 제출 후 10일 내에， 또는 행정관이나 행 

정차관， 청문회 주관자가 규정한 다른 기간 내에， 당사자는 선서진술서나 다른 증거 

와 같이 동의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요원은 서면 

으로 된 동의의 제출 후 15일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동의하는 당사자는 청 

문회 주관자나 행정관 행정차관을 제외하고 답변할 권리가 없다. 

(d) Oral arguments; briefs. No oral argument will be heard on a motion unless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directs otherwise. A written brief may 

be filed with a motion or an answer to a motion , stating the arguments and 

authorities relied on. 

(d) 구두 주장; 개요. 만약 청문회 주관자나 NRC가 지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구두의 

주장도 동의에 대해 할 수 없다. 의존하는 주장과 권위플 진술하며， 서면으로 된 개 

요는 동의나 동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e) The Board may dispose of written motions either by written order or by 

ruling orally during the course of a prehearing conference or hearing. The Board 

should ensure that parties not present for the oré!l ruling are notified promptly 

of the order. 

(e) 보드는 청문회나 사전 회의의 과정 중에 구두로 규정하거나 서면으로 된 명령 
을 통해， 서떤으로 된 동의를 처분할 수 있다. 보드는 구두로 규정하는 것에 참여하 

지 않은 당사자들이 즉시 명령을 통지 받도록 해야 한다. 

(f) Interlocutory appeals to the Commission. No interlocutory appeal may be 

taken to the Commission from a ruling of the presiding officer. When in the 

judgment of the presiding officer prompt decision is necessary to prevent 

detriment to the public interest or unusual delay or expense, the presiding 

officer may refer the ruling promptly to the Commission, and notify the parties 

either by announcement on the record or by written notice if the hearing is not 
111 seSS 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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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회기중 NRC에의 항소. 어떤 회기중의 항소도 청문회 주관자의 권한 때문에 

NRC에게 시행될 수 없다. 청문회 주관자의 판결에서 즉각적인 결정이 공익이나 비 

정상적 지연， 지출에 대한 손실을 막는데 펼요할 때， 청문회 주판자는 NRC에 즉시 

관장하도록 회부할 수 있고， 만약 청문회가 회기 중에 없다면 기록에 대한 공고나 

서면으로 된 통지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g) Effect of filing a motion or certification of question to the Commission. 

Unless otherwise ordered, neither the filing of a motion nor the certification of a 

question to the Commission shall stay the proceeding or extend the time for the 

performance of any act. 

(g) NRC에게 제출한 질문의 인증 및 동의의 제출에 대한 영향. 만약 명령받지 않 

았다면 동의의 제출이나 NRC에 제출한 질문의 인증으로 인해 어떤 법령의 실행에 

대한 시간을 연장하거나 판결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다. 

(h) Where the motion in question is a motion to compel discovery under ~ 

2.720(h)(2) or ~ 2.740(f), parties may file answers to the motion pursuant to 

paragraph (c) of this section. The presiding officer in his or her discretion, may 

order that the answer be given orally during a telephone conference or other 

prehearing conference, rather than in writing. If responses are given over the 

telephone the presiding officer shall issue a written order on the motion which 

summarizes the views presented by the parties. This does not preclude the 

presiding officer from issuing a prior oral ruling on the matter which is 

effective at the time of such ruling, provided that the terms of the ruling are 

incorporated in the subsequent written order. 

이1) 논의 중인 동의가 ~ 2.720(h)(2)나 ~ 2.740(f)에 따라 발표 요구 수속이 필요한 

동의일 경우， 당사자는 본 절 단락(c)에 준하여 동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 할 수 있 

다. 그의 재량에 따라 청문회 주관자는 답변이 전화 회의나 다른 사전 회의동안에 

서면보다 구두로 작성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응답이 전화를 통해 이루어칠 

경우， 청문회 주관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견해를 요약하는 동의에 대한 서면으로 된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이 다음의 서면으로 된 명령에서 병합된다면 이 

것은 규정하는 시간에 유효한 분제에 대한 앞선 구두의 규정을 발표하는 것으로부 

터 청문회 주관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2.731 Order of procedure 
2.731 절차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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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will designate the order of procedure at 

a hearing. The proponent of an order will ordinarily open and close. 

청문회 주관자나 NRC는 청문회에서 절차의 순서을 지시할 수 있다. 명령 제안자는 

보통 그것을 개최하고 폐회할 수 있다. 

Depositions and Written Interrogatories; Discovery;Admission; Evidence 

선서 중서 및 서면 질의서; 현안발굴; 승인; 증거 

2.740 General provisions goveming discovery 

2.740 현안발굴에 관한 일반 조항 

(a) Discovery methods. Parties may obtain discovery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thods: Depositions upon oral examination or written interrogatories 

( ~ 2.740a); written interrogatories (~2.740b); production of documents or things 

or permission to enter upon land or other property, for inspection and other 

purposes (~2.741); and requests for admission (~2.742). 

(a) 현안발굴 방법. 당사자는 디음의 방볍뜰 중에 하나 이상에 의해 현안발권을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된 칠문서나 구두로 된 신사에 대한 선서 증언 ( ~ 2.740a); 서떤 

으로 된 칠문서 ( ~ 2.740b); 정밀 검사나 다른 목적에 대한 토지에 뜰어가는 허가나 

불건， 서류， 디-른 것들의 제출 ( ~ 2.741); 승인 요청 ( ~ 2.742). 

(b) Scope of discovery. Unless otherwise limited by order of the presiding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the scope of discovery is as follows: 

(b) 현안발굴의 범위. 만약 본 절에 따른 청문회 주관자의 명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 

는다면， 현안발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In general. Parties may obtain discovery regarding any matter, not 

privileged, which is relevant to the subject matter involved in the proceeding, 

whether it relates to the claim or defense of any other party, including the 

existence, description, nature, custody, condition, and location of any books , 

documents , or other tangible things and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persons 

having knowledge of any discoverable matter. 

299 



(1) 총론. 문제가 다른 당사자의 요구나 변호에 책이나 서류 또는 다른 명백한 것 

들의 위치와 눈에 보이는 문제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의 위치나 선원 그리고 존재， 

서술， 성격， 보관， 상태를 포함하여， 관련이 있든지 없던지 간에 당사자는 과정에 연 

루된 종속된 문제에 적절한， 특권이 있지 않은， 어떤 문제에 관련된， 발표 요구 수 

속을 얻을 수 있다. 

Where any book, document or other tangible thing sought is reasonably 

available from another source, such as from the Comrnission ’ s Public Document 

Room or local Public Document Room, a sufficient response to an interrogatory 

involving such materials would be the location, the title and a page reference to 

the relevant book, document or tangible thing. 

어떤 책， 서류나 다른 명확한 것은 NRC 문서열람실나 지역 문서열람설과 같은 다 

른 출처로부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에 연루된 질문서에 대한 충분한 

응답은 위치， 제목， 관련된 책이나 서류 또는 명확한 것들의 참조 페이지이다. 

ln a proceeding on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íon permít 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 discovery shall begin only after the 

prehearing conference provided for in ~ 2.751a and shall relate only to those 

matters in controversy which have been identified by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in the prehearing order entered at the conclusion of that 

prehearing conference. 

생산이나 이용 시설에 대한 운전 허가나 건설 허가 선청에 대한 판결행위에서， 현 

안발굴은 ~ 2.751a에 제시된 사전 회의 후에 시작해야 하고， 그 사전 회의의 결콘의 

사전 명령에서 청문회 주관자나 NRC에 의해 확인된 논쟁 문제에만 관련시킬 수 있 

다. 

ln such a proceeding, no discovery shall be had after the beginning of the 

prehearing conference held pursuant to ~ 2.752 except upon leave of the 

presiding officer upon good cause shown. It is not ground for objection that the 

information sought will be inadmissible at the hearing if the information sought 

appears reasonably calculated to lead to the discovery of admissible evidence. 

그런 판결행위에서 어떤 현안발굴도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청문회 주관자의 허가 

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 2.752에 준하여 사전 회의의 시작 후에 열리지 못한다. 

만약 추구되든 자료가 용인펠 수 있는 증거의 현인-반끌플 이끌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추구되는 자료는 청문회에서 승인할 수 없디-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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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 대한 근거가 아니다. 

(2) Trial preparation materials. A party may obtain discovery of documents and 

tangible things otherwise discoverable under paragraph (b)( 1) of this section and 

prepared in anticipation of or for the hearing by or for another party ’ s 

representative (including his attorney , consultant, surety, indemnitor, insurer, or 

agent) only upon a showing that the party seeking discovery has substantial 

need of the materials in the preparation of this case and that he is unable 

without undue hardship to obtain the substantial equivalent of the materials by 

other means. In ordering discovery of such materials when the required showing 

has been made, the presiding officer shall protect against disclosure of the 

mental impressions, conclusions, opinions, or legal theories of an attorney or 

other representative of a party concerning the proceeding. 

(2) 재판 준비물. 당사자는 본 절의 단락 (b)( 1)하에서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들과 

서류의 발표 요구 수속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그의 변호인， 고문， 

보증인， 대리인)에 대해서나 청문회에 대해서나 발표 요구 수속울 추구하는 당사자 

가 이 경우의 준비에서 자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의 경우 그리고 그가 디

른 수단에 의해 자료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부당한 곤란 없이 획득할 수 없다 

는 섣멍이 있을 경우에만 미리 준비된 것들의 발표 요구 수속을 얻을 수 있다. 요 

구된 설명이 되었을 때 그런 자료의 발표 요구 수속플 명령하쓴 데 았어서， 정문회 

주관자는 정선적인 표현， 결론， 의견， 변호사나 판겸행위에 연관었는 당사자의 대리 

인의 법적 이콘이 발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While interrogatories may seek to elicit factual information reasonably related 

to a party' s position in the proceeding , including data used , assumptions made , 

and analyses performed by the party, such interrogatories may not be addressed 

to, or be construed to require: (A) Reasons for not using alternative data, 

assumptions, and analyses where the alternative data , assumptions , and analyses 

were not relied on in developing the party ’ s position; or (B) Performance of 

additional research or analytical work beyond that which is needed to support 

the party ’ s position on any particular matter. 

(3) 질문서가 판결행위에서 사용된 자료 행해진 가정， 당사자에 의해 수행된 분석 

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입장에 상당히 관련된 사실적 자료를 유도해 내려고 할 때， 

질문서는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하기 위해 해석되거나 제기될 수 없다. (A) 당사자의 

입장릅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대안의 자료 가정 그러고 분석을 선뢰할 수 없는 경 

우에서 대안의 자료 가정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 (B) 어떤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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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나 분석 작업의 수 

행. 

(c) Protective order. Upon motion by a party or the person from whom 

discovery is sought, and for good cause shown, the presiding officer may make 

any order which justice requires to protect a party or person from annoyance, 

embarrassment, oppression, or undue burden or expense, including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That the discovery not be had; (2) that the discovery may 

be had only on specified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a designation of the 

time or place; (3) that the discovery may be had only by a method of discovery 

other than that selected by the party seeking discovery; (4) that certain matters 

not be inquired into, or that the scope of discovery be limited to certain matters; 

(5) that discovery be conducted with no one present except persons designated 

by the presiding officer; (6) tha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 ~ 2.744 and 

2.790, a trade secret or other confidential resear이， development, or commercial 

information not be disclosed or be disclosed only in a designated way; (7) that 

studies and evaluations not be prepared. If the motion for a protective order is 

denied in whole or in part, the presiding officer may,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are just, order that any party or person provide or permit 

discovery. 

(c) 보호 명령. 당사자나 현안발굴을 추구하는 자가 의한 동의( 1lVJ議)할 때， 그리고 

밥당한 사유가 입증될 때， 청문회 주관자는 재판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 

함하여， 성가신 일， 난처한 일， 압박， 과도한 부담이나 지출로부터 당사자나 개언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현안발굴을 행하지 않음; (2) 현안발굴 

이 시간과 장소의 지정을 포함하여 열거된 기간과 상태에서만 행해질 수 있음; (3) 

현안발굴이 그것을 추구하는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현안발굴 방법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음; (4) 어떤 문제가 조사되지 않음， 또는 현안발굴의 범위가 

어떤 문제에 제한받음; (6) ~ ~ 2.744와 2.790의 조항에 준하여， 거래의 비밀이나 다 

른 가밀 연구， 개발， 이나 상업적 정보가 지정된 방법으로만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음; (7) 연구와 평가가 준비되지 않음. 만약 보호 명령을 위한 동의가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거부된다면 청문회 주관자는 그런 기간과 상태에서， 당사자나 개인이 

현안발꿀을 준바하거나 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d) Sequence and timing of discovery. Unless the presiding officer upon motion, 

for the convenience of parties and witnesses and in the interests of justice, 

orders otherwise, methods of discovery may be used in any sequence and the 

fact that a party is conducting discovery , whether by deposition 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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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11 not operate to delay any other party ’ s discovery. 

(d) 현안발굴 순서와 시간 조정. 만약 동의하는 청문회 주관자가 당사자와 증인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명령하지 않는다면， 현안발굴 방법은 어떤 차례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가 현안발굴을 지휘하는 사실은 선서 증언에 의해서건 아니건 

간에 다른 당사자의 현안발굴을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e) Supplementation of responses. A party who has responded to a request for 

discovery with a response that was complete when made is under no duty to 

supplement his response to include information thereafter acquired, except as 

follows: 

(e) 웅답의 보충. 작성되었을 때 완전했던 웅답의 현안발굴에 대한 요청에 응답 받 
은 개인은， 다음을 제외하고， 그 후에 획득한 자료를 포함하는 그의 응답에 보충할 

어떤 의무도 없다. 

(1) A party is under a duty seasonably to supplement his response with respect 

to any question directly addressed to (i)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persons 

having knowledge of discoverable matters, and (ij) the identity of each person 

expected to be called as an expert witness at the hearing, the subject matter on 

which he is expected to testify, and the substance of his testimony. 

(1) 당사자는 시기에 알맞게 직접적으로 다음에 제출되는 절문에 관하여 그의 응담 

올 보충할 의무가 있다.(i) 현안발굴이 가능한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개인의 

선원과 위치， 그리고 (ii ) 청문회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소환될 각 개인의 선원， 그가 

증명할 문제， 그의 증언의 요지. 

(2) A party is under a duty seasonably to amend a prior response if he obtains 

information upon the basis of which (i) he knows that the response was 

incorrect when made, or (ii) he knows that the response though correct when 

made is no longer true and the circumstances are such that a failure to amend 

the response is in substance a knowing concealmen t. 

(2) 당사자는 만약 그가 다음을 기초하여 자료를 얻는다면 시기에 알맞게 이전의 
응답을 수정할 의무가 있다.(i) 웅답을 작성했을 때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였거 

나I (ii) 작성했을 때 정확했던 응답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고 응답을 수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 알려진 은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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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duty to supplement responses may be imposed by order of the presiding 

officer or agreement of the parties. 

(3) 웅답을 추가하는 의무는 청문회 주관자의 명령이나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부 

과될 수 있다. 

(f) Motion to compel discovery. 

(f) 현안발굴을 요구하는 동의. 

(1) If a deponent or party upon whom a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or 

answers to interrogatories is served fails to respond or objects to the request, or 

any part thereof, or fails to permit inspection as requested, the deposing party 

or the party submitting the request may move the presiding officer, within ten 

(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sponse or after failure of a party to respond to 

the request for an order compelling a response or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The motion shall set forth the nature of the questions or the 

request, the response or objection of the party upon whom the request was 

served, and arguments in support of the mo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 evasive or incomplete answer or response shall be treated as a failure to 

answer or respond. Failure to answer or respond shall not be excused on the 

당round that the discovery sought is objectionable unless the person or party 

failing to answer or respond has applied for a protective order pursuant to 

paragraph (c) of this section. 

(1) 만약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나 서류의 제출에 대한 요청이 제공되는 선서 증인 

이나 당사자가 요청에 응답이나 반대를 못하거나 요청 받은 대로 조사를 허가하지 

못한다면， 선서 증언하는 당사자나 요청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응답의 날짜 후나， 당 

사자가 응답 혹은 요청에 따르는 조사를 강요하는 명령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못 

한 후 10일 내에 청문회 주관자에게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동의는 질문이나 요청， 

요청이 제공되는 당사자의 응답이나 반대 그리고 동의를 지지하는 논의의 성격을 

밝혀야 한나. 본 단락의 목적에 대해 애매하거나 불완전한 답변이나 응답은 답변이 

나 웅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답변이나 응답을 하지 못한 것은， 만 

약 응답이나 답변을 하지 못한 개인이나 당사자가 본 절 단락 (c)에 준하는 보호 

명령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추구되는 현안발굴이 반대할 만하다는 끈거에 대 

해 용인 받을 수 없다. 

(2) 1n ruling on a motion made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presid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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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make such a protective order as he is authorized to make on a mo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c) of this section. 

(2) 본 절에 준하여 이루어진 동의에 대한 규제에서， 청문회 주관자는 그가 본 절 
단락 (c)에 준하여 이루어진 동의를 하기로 공인 받은 것처럼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 

(3) This section does not preclude an independent request for issuance of a 

subpena directed to a person not a party for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requests for the testimony or 

interrogatories of the regulatory staff pursuant to 92.720(h)(2) or production of 

NRC documents pursuant to 92.744 or 92.790, except for paragraphs (c) and 

(e) of this section. 

(3) 본 절은 서류와 물건의 제출을 위해 당사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시하는 subpena 

의 발표에 대한 독립적 요청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 절은 증언이나 92.720(h)(2)에 

준하는 규제 담당자의 질문서， 또는 본 절 단락 (c)와 (e)를 제외하고， 92.744나 § 

2.790에 준하는 NRC의 서류 제출에 대한 요청을 적용하지 않는다. 

2.740a Depositions upon oral examination and upom written interrogations. 

2.740a 구두 심사 및 서면 심문에 대한 선서 증언 

(é:\) Any party desiring to take the testimony of any party or other person by 

deposiLion on oral examination or written interrogatories shall , without leave of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give reasonable notice in writing to 

every other party , to the person to be examined and to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proposed time and place of taking the deposition;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person to be examined, if known , or if, the name is not known , a general 

description sufficient to identify him or the class or group to which he belongs; 

the malters upon which each person will be examined and the name or 

descriptive title and address of the officer before whom the deposition is to be 

taken. 

(a) 구두의 섬사 또는 서면으로 된 섬문에 대한 선서 증언에 의해 어떤 당사자나 

다콘 개인의 증언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당사자는， NRC나 청문회 주관자의 허 

가 없이， 모든 다른 당사자 및 심사 받을 개인에게， 그리고 청문회 주관자에게 다음 

과 같은 선서 증언을 취할 제안된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적당한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알려져 있다면， 심사 받을 각 개인의 이뜸과 주소， 이름이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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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면，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 또는 그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일반적 기술; 

각 개인이 심사 받을 문제와 선서 증언이 취해질 공무원의 주소와 이름 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제목. 

(b) [Reserved] 

(c) Within the United States, a deposition may be taken before any officer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by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place 

where the examÏnation is hel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 deposition may 
be taken before a secretary of an embassy or legation, a consul general, vice 

consul or consular agent of the United States, or a person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c) 미국 국내에서， 선서 증언은 미국 또는 심사가 열리는 장소의 법에 의해 선서를 

관리하도록 공인 받은 공무원 앞에 이행할 수 있다. 미국 국외에서， 선서 증언은 대 

사관의 행정관이나 공사관， 일반 영사， 미국 영사관의 대리인， 또는 NRC에 의해 지 

정된 선서를 관리하도록 공인 받은 자 앞에서 이행할 수 있다. 

(d) The deponent shall be sworn or shall affirm before any questions are put to 

him. ExamÏnation and cross-examination shall proceed as at a hearing. Each 

question propounded shall be recorded and the answer taken down in the words 

of the witness. Objections on questions of evidence shall be noted in short form 
without the arguments. The officer shall not decide on the competency. 

materiality, or relevancy of evidence but shall record the evidence subject to 

objection. Objections on questions of evidence not made before the officer shall 
not be deemed waived unless the ground of the objection is one which might 

have been obviated or removed if presented at that time. 

(d) 선서 증인은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맹세해야 하거나 확언해야 한다. 섬 

사와 반대 심문은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각 질문은 

기록되어야 하고 답변은 목격자의 말로 기록되어야 한다. 증거의 질문에 대한 반대 

는 논의 없이 짧은 형태로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원은 증거의 합법성， 중요성， 적절 

성에 대해 결정할 수 없지만 반대에 대한 조건으로서 증거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반대의 근거가 그 시간에 제출되었을 때 제거되거나 미연에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면 기록원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증거의 질문에 대한 반대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없다. 

(e) When the testimony is fully transcribed, the deposition shall be submit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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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onent for examination and signature unless he is ill or cannot be found 
or refuses to sign. The officer shall certify the deposition or, if the deposition is 

not signed by the deponent, shall certify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sign, and 

shall promptly forward the deposition by registered mail to the Commission. 

(e) 증언이 완전히 펼기되었을 때， 선서 증언은 만약 그가 아프거나 부재중이거나 

서명하기를 거절한다면 선서 증인에게 심사와 서명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디 답당 

공무원은 선서 증언을 증명해야 하거나， 만약 선서 증언이 선서 증인에 의해 서명 

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NRC에 등록한 

우편에 의해 선서 증언을 즉각 전송해야 한다. 

(f) Where the deposition is to be taken on written interrogatories, the party 

taking the deposition shall serve a copy of the interrogatories, showing each 

interrogatory separately and consecutively numbered, on every other party with 

a notice stat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ho is to answer th p.m, 

and the name, description, title, and address of the officer before whom they are 

to be taken. Within ten (10) days after service, any other party may serve 

cross-interrogatories. The interrogatories, cross-interrogatories, and answers 

shall be recorded and signed, and the deposition certified, returned, and filed as 

in the case of a deposition on oral examination. 

(f) 선서 증언이 서면으로 된 심문서에 대해 취해지는 경우 선서 증언을 취하는 딩 

사자는， 각 심문서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보여주며， 그것들을 수취하는 

공무원의 주소， 제목， 이름， 설명과 답변할 개인의 주소， 이름을 진술하는 통지에 대 

해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섬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 후 10일 내에 다른 

당사자는 반다 심문을 송달할 수 있다. 심문서와 반대 심문， 답변은 기록되고 서명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서 증언은 구두의 섬사에 대해 선서 증언의 경우에서처럼 

보증되고 반송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g) A deposition will not become a part of the record in the hearing unless 

received in evidence. If only part of a deposition is offered in evidence by a 
party, any other party may introduce any other parts. A party shall not be 

deemed tü make a person his own witness for any purpose by taking his 

deposition. 

(g) 선서 증언은 만약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문회에서 기록의 부분이 될 

수 없다. 만약 선서 증언의 유일한 부분이 당사자에 의한 증거로 제공된다면， 다른 

당사자는 다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는 개인이 그 자신의 증인에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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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증언을 취하는 것에 의한 다른 목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 

다. 

(h) A deponent whose deposition is taken and the officer taking a deposition 

sha11 be entit1ed to the same fees as are paid for like services in 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be paid by the party at whose instance the 

deposition is taken. 

(h) 선서 증언이 취해지는 선서 증인과 선서 증언을 취하는 공무원은 선서 증언이 

취해지는 예에서의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권리와， 미지방법원에서 용역에 대해 지불 

하는 것과 같은 보수에 대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 

(i) The witness may be accompanied, represented, and advised by legal counsel. 

(i) 법적 변호사는 증인에게 권고할 수 있고， 중인을 대표할 수 있고， 증인과 동반할 

수 있다. 

(j)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a) through (i) of this section are not 

applicable to NRC personnel. Testimony of NRC personnel by oral examination 

and written interrogatories addressed to NRC personnel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 2.720(h). 

0) 본 절 단락 (a)에서 (i)까지의 조항은 NRC 직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NRC 직원 

에게 제출된 구두의 섬사와 서면으로 된 심문에 의한 NRC 직원의 증언은 § 

2.720(h)의 조항을 따른다. 

2.740b Interrogatories to parties 

2.740b 당사자 섬문 

(a) Any party may serve upon any other party (other than the staff) written 

interrogatories to be answered in writing by the party served, or if the party 

seπed is a public or private corporation or a partnership or association, by any 

officer or agent, who sha11 furnish such information as is available to the party. 

A copy of the interrogatories, answers, and a11 related pleadings sha11 be filed 

with th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and shall be served on the presiding 

officer and upon a11 parties to the proceeding. 

(a) (요원이외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받는 당사자에 의해， 또는 만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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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는 당사자가 공공/사 주식회사나 합병회사나 조합이라면 그런 자료가 당사자에 

게 유효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 공무원이나 대리인에 의해 답변되는 서면으로 된 섬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심문서， 답변， 그리고 모든 관련된 소송 신청서는 NRC 행 
정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청문회 주관자와 판결행위에 따른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 

해야 한다. 

(b) Each interrogatory shall be answered separately and fully in writing under 

oath or affirmation, unless it is objected to, in which event the reasons for 

objection sha11 be stated in lieu of an answer. The answers sha11 be signed by 

the person making them, and the objections by the attomey making them. The 

party upon whom the interrogatories were served shall serve a copy of the 

answers and objections upon a11 parties to the proceeding within 14 days after 

service of the interrogatories, or within such shorter or longer period as the 

presiding officer may allow. Answers may be used in the same manner as 

depositions (see ~ 2.740a(g)). 

(b) 각 섬문서는， 만약 그것이 반대되지 않는다면 반대에 대한 이유가 탑변 대선에 

진술되어야 하는 경우에 선서나 확언 하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완전하게 답변되 

어야 한다. 답변은 그것을 작성한 자가 서명해야 하고， 반대는 그것을 하는 변호사 

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섬문서가 제공되는 당사자는 그 제공 후 14일 내에， 또논 

칭문회 주관자가 허용하는 더 짧거나 긴 기한 내에 판전행위에 해딩하는 모든 당사 

자에 대해 답변과 반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단변은 선서 증서와 갇은 l상식으 

로 사용될 수 있다. (~2.740a(g)를 보라) 

2.741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and entry upon land for inspection 

and other purposes 

2.741 조사와 다른 목적을 위한 토지 t:::~ ql 
。-. ^ 서류와 물건 제출 

(a) Request for discovery. Any party may serve on any other party a request 

to: 

(a) 현안발굴 요청. 어떤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다음에 관한 요청을 송달할 수 

있다. 

(1) Produce and permit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to inspect and copy any designated documents, or to inspect and copy, 

test, or sample any tangible thing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 2.740 and 
which are in the possession , custody, or control of the party upon wh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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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is served; or 

(1) 지정된 서류를 복사하고 조사하기 위해， 또는 ~ 2.740의 범위 내에 있고 요청이 

송달되는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명확한 것틀을 조사하고 

복사하고 검사하고 견본으로 시험하기 위해 요청을 하는 당사자나 그의 이익에 따 

라 행동하는 사람을 허가하고 제시한다. 또는 

(2) Permit entry upon designated land or other property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the party upon whom the request is served for the purpose of 

inspection and measuring, surveying , photographing , testing , or sampling the 

property or any designated object or operation thereon, within the scope of ~ 

2.740. 

(2) ~ 2.740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지정된 물체나 운전이나 재산을 표본 검사하거나 

조사와 측정， 측량， 사진촬영， 테스트의 목적을 위해 요청이 송달되는 당사자가 소 

유하거나 통제하는 지정된 토지나 다른 재산 등록을 허가한다. 

(b) Service. The request may be served on any party without leave of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 2.740, 

the request may be served after the proceeding is set for hearing. 

(b) 송달. 요청은 NRC나 청문회 주관자의 허가 없이 어떤 당사자에게 송탄될 수 

있다. ~ 2.740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요청은 청문회에 대한 판결행위가 확정된 

이후에 송달할 수 있다. 

(C) Contents. The request shall set forth the items to be inspected either by 

individual item or by category, and describe each item and category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request shall specify a reasonable time, place, and 

manner of making the inspection and performing the related acts. 

(C) 내용. 요청에서는 개별적 항목에 의해서나 범주에 의해서 조사되는 항목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적당하게 세밀히 각각의 항목과 범주를 기술해야 한다. 요청에 

서는 적당한 시간， 장소， 관련된 법령을 수행하고 조사를 하는 방법을 열거하여야 

한다. 

(d) Response. The party upon whom the request is served shall serve on the 

party submitting the request a written respons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service of the request. The response shall state, with respect to each item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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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at inspection and related activities will be permitted as requested, 

unless the request is objected to, in which case the reasons for objection shall 

be stated. If objection is made to part of an item or category, the part sha11 be 

specified. 

(d) 웅답. 요청이 송달되는 당사자는 요청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요청 후 30일 내 
에 서면으로 된 웅답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반대에 대한 이유가 진술되어야 할 경 

우에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응답에서는， 각 항목과 범주에 관해， 관련된 활동 

과 조사가 요청된 것처럼 허가된다는 것을 진술해야 한다. 만약 반대가 항목이나 

범주의 일부에 대해 행해진다면 그 일부를 열거하여야 한다. 

(e) NRC records and documents.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a) through (d) 

of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the production for inspection and copying or 

photographing of NRC records or documents. Production of such records or 

documents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 S 2.744 and 2.790. 

(e) NRC의 기록과 서류. 본 절의 단락 (a)에서 (d)의 조항은 NRC 기록이나 서류의 

사진 촬영， 복사， 조사에 대한 제출을 적용하지 않는디 그런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 

은 s S 2.744와 2.790의 조항을 따른다. 

2.742 Admissions 

2.742 허가 

(a) Apart from any admissions made during or as a result of a prehearin당 

conference, at any time after his answer has been filed , a party may file a 

written request for the admission of the genuineness and authenticity ()f any 

relevant document described in or attached to the request, or for the admission 

of the truth of any specified relevant matter of fac t. A copy of the document 

sha11 be delivered with the request unless a copy has already been furnished. 

(a) 사전 회의의 결과나 허가와는 별개로， 그의 답변이 제출된 후 어떤 시기에， 당 

사자는 요청에 첨부하거나 그 안에 기술된 어떤 관련된 서류의 확실한 진본 허가 

나， 사실인 어떤 열거된 관련된 문제의 진실성의 허가에 대한 서면으로 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서류의 사본은 만약 사본이 이미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용청이 있 

플 시 제공되어야 한다. 

(b) Each requested admission sha11 be deemed made unless , within a time 

designated by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and not less tha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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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fter service of the request or such further time as may be allowed 

on motion, the party to whom the request is directed serves on the requesting 

party either (1) a sworn statement denying specifically the re1evant matters of 

which an admission is requested or setting forth in detail the reasons why he 

can neither truthfu11y admit nor deny them, or (2) written objections on the 

ground that some or a11 of the matters invo1ved are privileged or irre1evant or 

that the request is otherwise improper in who1e or in part. Answers on matters 

to which such objections are made may be deferred until the objections are 

determined. If written objections are made to on1y a part of a request, the 

remainder of the request sha11 be answered within the time designated. 

(b) 만약 청문회 주관자나 NRC에 의해 지정된 시간이나 요청 후에 적어도 10일이 

나 동의로 허락될 수 있는 시간 내에 요청이 지시된 당사자는 요청하는 당사자에 

게 다음의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각 요청 받은 허가는 숭인되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1) 허가가 요구되거나， 그가 진실로 그것들을 허가할 수도 없고 부정 

할 수도 없는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관련된 문제를 명확하게 부정하는 선서한 진술 

서나， (2) 연루된 문제의 일부나 전부가 특권이 있거나 부적절하거나 요청이 전적으 

로나 부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에 근거를 둔 서면으로 된 반대. 그런 반대가 이 

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답변은 반대가 결정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만약 서면으 

로 된 반대가 요청의 일부에만 이루어진다면 그 요청의 나머지는 지정된 시간 내 

에 답변되어야 한다. 

(c) Admissions obtained pursuant to the procedure in this section may be used 

in evidence to the same extent and subject to the same objections as other 

admissions. 

(c) 본 절의 절차에 준하여 얻어진 허가는 다른 허가와 같은 반대가 가능하며 감은 

범위까지 증거에 사용될 수 있다. 

2.743 Evidence 

2.743 증거 

(a) General. Everγ party to a proceeding shal1 have the right to present such 

ora1 or documentary evidence and rebutta1 evidence and to conduct, in 

accordance with an approved cross-examination p1an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if so directed by the 

presiding officer, such cross-examination as may be required for full and true 

disclosure of th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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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론. 만약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사건의 공개를 요구하는 반대 섬문이 지시된 

다면， 본 절 문단(b)(2)에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하는 숭인된 반대 심문 계획에 

따라， 판결행위의 모든 당사자는 구두 또는 문서 증거와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수 

행할 권리를 가진다. 

(b) (1) Testimony and cross-examination. The parties sha11 submit direct 

testimony of witnesses in written form,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presiding officer on the basis of objections presented. In any proceeding in 

which advance written testimony is to be used, each party sha11 serve copies of 

its proposed written testimony on each other party at least fifteen (15) days in 

advance of the session of the hearing at which its testimony is to be presented. 

The presiding officer may permit the introduction of written testimony not so 

served, either with the consent of a11 parties present or after they have ha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examine it. Written testimony must be incorporated 

into the transcript of the record as if read òr, in the discre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may be offered and admitted in evidence as an exhibit. 

(b) (1) 증언과 반대 심문.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반대의견의 기본에 다른 명령이 

없다면， 당사자는 문서로서 참고인의 증언에 직접 따라야 한다. 증언이 사용되어지 

는 어떠한 판결행위에서라도， 각 당사자들은 그 증언이 있었던 청문회의 회기 후 

적어도 15일 이내에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문서화된 증언의 사본음 제공해야 한 

다.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그들이 그것을 조사할 합딩-한 기회를 가진 이 

후에는， 청문회 주관자는 그렇게 제공되지 않은 문서화된 증언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문서화된 증언은 마치 읽는 것처럼 기록의 사본에 첨부되거나， 청문회 주관자 

의 재링:에 따라 공개하기 위한 증거로 제공되거나 공인될 수 있다. 

(2) The presiding officer may require a party seeking an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o request permission to do so in accordance with a schedule 

established by the presiding officer. A request to conduct cross-examination 

sha11 be accompanied by a cross-examination plan that contains the fo11owing 

information: 

(i) A brief description of the issue or issues on which cross-examination will be 

conducted; 

(ii) The objective to be achieved by cross-examination; and 

GiD The proposed line of questions that may logica11y lead to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ross-examination. 
The cross • examination plan may be submitted only to the presiding offic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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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kept by the presiding officer in confidence until issuance of the initial 

decision on the issue being litigated. The presiding officer shall then provide 

each cross -examination plan to the Commission' s Secretary for inclusion in the 

official record of the proceeding. 

(2) 청문회 주관자가 작성한 시간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허락을 요구하기 위하여， 청 
문회 주관자는 당사자가 반대 심문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 

심문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는 반대 섬문 계획에 따른 

다. 

(i) 반대 섬문이 시행되어야 할 문제나 문제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iD 반대 심문에 의해 달성될 목적; 그리고 
(iiD 반대 심문의 목적 달성을 논리적으로 이끄는 의문점들. 
반대 섬문 계획은 오직 청문회 주관자에게만 제출되어야 하며 소송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차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그 신뢰성은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지켜져야 한 

다. 그 이후에， 그 판결행위의 사무 기록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청문회 주관자는 각 

반대 섬문 계획을 NRC 행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Paragraphs (b)( l) and (2) of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proceedings under 

subpart B of this part for modificatio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a license or 

to proceedings for imposition of a civil penalty. 

(3) 본 젤의 문단 (b)(l )과 (2)는 10CFR 2 subpart B의 인허가 수정， 중지， 취소륜 

위한 판결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민사상의 별금 부과를 위한 판결행위에 적용되지 
。1- '=..1 
L"，ε.c --r 

(c) Admissibility. Only relevant, material, and reliable evidence which is not 

unduly repetitious will be admitted. lmmaterial or irrelevant parts of an 

admissible document will be segregated and excluded so far as is practicable. 

(c) 허용. 오직 과도하게 반복되지 않으며 관계 있고 구체적이며 신뢰성 있는 증언 

만이 허용된다. 허용가능한 문서의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관계없는 부분들은 분리되 

고 실제적으로 제외된다. 

(d) Objections. An objection to evidence shall briefly state the grounds of 

objection. The transcript shall include the objection, the grounds , and the ruling. 

Exception to an adverse ruling is preserved without notation on the record. 

(d) 반대. 증언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의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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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사본은 반대와 그 이유 그리고 판정 둥을 포함하여야 한다. 반대 판정의 

예외는 기록에 기록됨 없이 보관된다. 

(e) Offer of proof. An offer of proof made in connection with an objection to a 

ruling of the presiding officer excluding or rejecting proffered ora1 testimony 

shall consist of a statement of the substance of the proffered evidence. If the 

excluded evidence is written, a copy shall be marked for identification. Rejected 

exhibits, adequately marked for identification, shall be retained in the record. 

(e) 증명의 제공. 제안된 구두 증언을 제외하거나 거절하는 청문회 주관자의 판정에 

대한 반대와 연관하여 작성된 증명을 제공하는 것은 제안된 증거의 요지에 대한 언 

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제외된 증언이 문서화된다면， 사본은 확인을 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적당히 기재된， 거절된 증거 및 문서는 기록되어야 한다. 

(f) Exhibits. A written exhibit will not be received in evidence unless the 

origina1 and two copies are offered and a copy is furnished to each party, or the 

parties have been previously furnished with copies or the presiding officer 

directs otherwise. The presiding officer may permit a party to replace with a 

true copy an original document admitted in evidence. Exhibits in the proceeding 

on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to receive and posses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t a 당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are governed by ~ 2.1013 of this 
part. 

(f) 증거 및 문서. 원본과 2 부의 사본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미리 사본을 받았거나 청문회 주관자가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다면， 문서화된 증거 

및 문서는 증언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주관자는 당사자가 증언 

으로 인정된 원본 문서를 진본 사본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지중 저장 

시설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수탁 저장하기 위한 인허가에 대한 판결행위에 

서 증서 및 문서 는 10CFR 2의 ~ 2.1013절에 따른다. 

(g) Proceedings involving applications. ln any proceeding involving an 

application , there shall be offered in evidence by the staff any report submitted 

by the ACRS in the proceeding in compliance with section 182b. of the Act, any 

safety evaluation prepared by the staff and any environmenta1 impact statement 

prepared by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or his designee in the 

proceeding pursuant to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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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허가 신청에 관련한 판결행위. 허가 신청에 관한 모든 판결행위에서， 윈자력조 

례 182b절에 따라， 요원에 의해 준비된 어떠한 안전 평가와 NRC 원자로규제국 또 

는 NRC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 국장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lOCFR 

part 51의 subpart A의 판결행위의 그의 지명자에 따른 판결행위의 ACRS에 의해 

인정된 어떠한 보고서라도， 요원에 의해 증언에 제공되어야 한다. 

(h) Official record. An official record of a government agency or entry in an 

official record may be evidenced by an official publication or by a copy attested 

by the officer having legal custody of the record and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his custody. 

(h) 공식 기록. 정부 기관의 공식 기록이나 공식 기록의 등록은 공적인 발표나 기록 
을 법적 보관하는 공무원에 의해 입증된 사본에 의해서 증명 될 수 있고 그의 보관 

의 증명서에 의해 동반될 수 있다. 

(i) Official notice. (1)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may take official 

notice of any fact of which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may take judicial notice 

or of any technical or scientific fact within the knowledge of the Commission as 

an expert body. Each fact officially noticed under this subparagraph shall be 

specified in the record with sufficient particularity to advise the parties of the 

matters which have been noticed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parties 

before final decision and each party adversely aftected by the decision shall be 

given opportunity to controvert the fac t. 

(i) 공식 통지. (1) NRC나 청문회 주관자는 연방 법원이 판정 몽지하는 사실이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NRC가 보유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사실의 공식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부단락하에서 각 공식 통지되는 사실은 최종 결정과 그 결정에 의해 부정 

적인 영향을 받은 각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부정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당사자들에 

게 통지되거나 환기되어야 하는 그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충분히 

기록에 설명되어야 한다. 

(2) If a decision is stated to rest in whole or in part on official notice of a fact 

which the parties have not had a prior opportunity to controvert, a party may 

controvert the fact by filing an appeal from an initial decision or a petition for 

reconsideration of a final decision clearly and concisely setting forth the 

information relied upon to show the contrary. 

(2) 당사자들이 바꿀 기회륜 먼저 갖지 못한 사실의 공식 통지의 전체 또는 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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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을 결정이 언급한다면， 당사자는 일차 결정이나 최종 결정에 대한 재고 

를 위한 선청서로부터의 호소문 작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자료의 설명으로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다. 

2.744 Production of NRC records and documents 

2.744 NRC 기록 및 문서 작성 

(a) A request for the production of an NRC record or document not available 

pursuant to S 2.790 by a party to an initial licensing proceeding may be served 

on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without leave of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The request sha11 set forth the records or documents 

requested, either by individual item or by category, and sha11 describe each item 

or category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and sha11 state why that record or 

document is relevant to the proceeding. 

(a) S 2.790에 준하여 일차 면허 판결행위 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는 NRC 기록 및 

문서에 대한 요청서는 NRC나 청문회 주관자와는 관계없이 NRC 운영총국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 요청서는 요구되어지는 기록이나 문서를 개개의 문서나 범위 

로서 밝히고，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그 판결행위에 그 기록과 문서가 관 

련되는 이유를 언급하여야 한다. 

(b) If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bjects to producing a requested 

record or document on the ground that (1) it is not relevant or (2) it is 

exempted from disclosure under S 2.790 and the disclosure is not necessary to a 

proper decision in the proceeding or the document or the information therein is 

reasonably obtainable from another source, he shall so advise the requesting 

party. 

(b) 만약 NRC 운영총국장이 요구되어지는 기록과 문서의 작성을 (1) 그것이 관계 

가 없거나 (2) S 2.790절하에서 공개에서 금지되어 있고 그 판결행위의 적절한 결정 
사항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그 문서나 지-료가 다른 곳 

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면 요청 당사자에게 그렇게 권고할 수 있다. 

(C) If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bjects to producing a record or 
document, the requesting party may apply to the presiding officer, in writing , to 

compel production of that record or documen t. The application sha11 set forth the 

relevancy of the record or document to the issues in the proceeding. The 

application sha11 be processed as a motion in accordance with S 2.73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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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conference would expedite the proceeding. 

(b) 청문회 주관자는 전화 회의를 포함하여 이러한 회의가 그 판결행위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범위까지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비공식적 회의를 지시할 수 • 

있다. 

(c) A prehearing conference held pursuant to this section may be 

stenographically reported. 

(c) 본 절에 따른 예비청문회 회의는 속기를 통하여 보고한다. 

(d) The presiding officer shall enter an order which recites the action taken at 

the conference, the schedule for further actions in the proceeding, any 

agreements by the parties, and which identifies the key issues in the proceeding, 

makes a pre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 as to the parties in the proceeding, 

and provides for the submission of status reports on discovery. The order shall 

be served upon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Objections to the order may be 

filed by a party within five (5) days after service of the order, except that the 

staff may file objections to such order within ten (10) days after service. Parties 

may not file replies to the objections unless the Board so directs. The filing of 

objections shall not stay the decision unless the presiding officer so orders. The 

board may revise the order in consideration of the objections presented and, as 

permitted by ~ 2.718W , may certify for determination to the Commission such 

matters raised in the objection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order shall control 

the subsequent course of the proceeding unless modified for good cause. 

(d) 청문회 주관자는 그 판결행위의 조치들의 시간계획， 당사자들에 의한 어떠한 

합의사항들， 그리고 그 판결행위에서의 주요 문제를 확인하는 것 둥 협의한 조치들 

을 열거하고， 그 판결행위의 당사자에 대한 예비 또는 최종결정을 하고， 현안발굴 

제안서를 작성할 것을 명렁한다. 그 명령은 그 판결행위의 당사자들에게 모두 내려 

질 것이다. 그 명령에 대한 이의는， 요원이 명령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반대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 의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드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는 반대에 대해 답변서 

를 제출할 수 없다. 청문회 주관자가 명령하지 않는다떤 반대 서류는 결정플 유예 

시키지 않는다. ~ 2，718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보드는 제출된 반대들을 고려하여 

명령을 수정하고 NRC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반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다. 합당한 이유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다면 그 명령은 그 판결 

행위 이후의 과정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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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may contain such protectiv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affidavits 

of non-disclosure)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limit the disclosure 

to parties in the proceeding, to interested States and other governmental entities 

participating pursuant to ~ 2.715(C), and to their qualified witnesses and counsel. 

(e) 문서와 기록이 ~ 2.790의 공개에서 제외되었지만(원자력조례 147절과 181절에서 

언급된 안전보장조치 자료를 포함하여) 그 공개가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그 판결행 

위에서의 적절한 의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명된 경우， NRC 운영총국장에 
게 그 기록이나 문서의 제작을 위한 지시는 아마 그 과정의 당사자， ~ 2.715(C) 에 

준하여 당사자가 되는 주와 정부 기관들과 협의회 및 증인들에의 공개에 대한 펼요 

적절한 제한을 두고자 보호기간과 조건(비공개 선언서를 포함하여)을 포함할 것이 

다. 

When Safeguards Information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section 147 of the 

Atomic Energy Act, as amended, is received and possessed by a party other 

than the Commission staff, it shall also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 73.21 of this chapter. 

개정된 원자력조례 147절하에서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안전보장조치 자료가 NRC 
요원이 아닌 당사자에 의해 소유될 때， 그것은 lOCFR 2의 ~ 73.2 1 의 요건에 따라서 

도 보호된다. 

The presiding officer may also prescribe such additional procedures as will 

effectively safeguard and prevent disclosure of Safeguards Information to 

unauthorized persons with mlnlmUm impairment of the procedural rights which 

would be available if Safeguards Information were not involved. 

청문회 주관자 또한， 안전보장조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띤 사용가능한 절차상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권한 없는 사람들에게의 안전보장조치 자료의 공개를 

효과적으로 막고 보호하기 위한， 부가적인 절차를 규정할 것이다. 

In addition to any other sanction that may be imposed by the presiding officer 

for violation of an order issu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violation of an order 

pertaining to the disclosure of Safeguards Information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section 147 of the Atomic Energy Act, as amended, may be subject to a 

civil penalty imposed pursuant to ~ 2.205. 

게다가 본 단락에 따라서 부가된 명령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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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어떠한 처벌 외에도， 개정된 원자력조례 147절의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안 

전보장조치 자료의 공개에 적합한 명령에 대한 위반에는 ~ 2.205에 따라 민사상의 

별칙이 부과될 것이다. 

For the purpose of imposing the criminal penalties contained in section 223 of 

the Atomic Energy Act, as amended, any order issu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Safeguards Information sha11 be deemed an order 

issued under section 161b of the Atomic Energy Ac t. 

개정된 원자력조례 223절에 포함되어 있는 형사상 별칙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단락에 따른 안전보장조치 자료에 대한 명령은 원자력조례 161b 절의 명령으로 

간주될 것이다. 

(f) A ruling by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for the production of a 

record or document will specify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production. 

(f) 기록이나 문서의 작성에 대한 청문회 주관자나 NRC에 의한 규제에서는 작성 

시기，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g) No request pursuant to this section sha11 be made or entertained before the 

matters in controversy have been identified by the Commission or lhe presiding 

officer,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prehearing conference held pursuant to ~ 

2.752 except upon leave of the presiding officer for good cause shown. 

(g) 그 합당한 사유가 입증될 때 청문회 주관자가 회부하는 경우 이외에， NRC나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확인되기 전이나 ~ 2.752에 따른 예비청문회 회의가 시작한 

이후에 작성되는 경우， 본 절에 따르는 요청은 없디 

(h) The provlsIOns of ~ 2.740 (c) and (e) sha11 apply to production of NRC 

records and documents pursuant to this section. 

(h) ~ 2.740 (c)와 (e)의 조항들은 본 절에 따르는 NRC 기록과 문서의 작성에 적용 

되어야 한다. 

Surnmary Disposition on Pleadings 
탄원에 대한 요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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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Authority of presiding officer to dispose of certain issues on the pleadings 

2.749 탄원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청문회 주관자의 권한 

(a) Any party to a proceeding may move, with or without supporting affidavits, 

for a decision by the presiding officer in that party ’ s favor as to all or any part 

of the matters involved in the proceeding. The moving party shall annex to the 

motion a separate, short, and concise statement of the material facts as to 

which the moving party contends that there is no genuine issue to be heard. 

Motions may be filed at any time. Any other party may serve an answer 

supporting or opposing the motion, with or without affidavits, within twenty (20) 

days after service of the motion. The party shall annex to any answer opposing 

the motion a separate, short, and concise statement of the material facts as to 

which it is contended there exists a genuine issue to be heard. All material 

facts set forth in the statement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moving party will 

be deemed to be admitted unless controverted by the statement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pposing party. The opposing party may, within ten (10) days 

after service, respond in writing to new facts and arguments presented in any 

statement filed in support of the motion. No further supporting statements or 

responses thereto may be entertained. The presiding officer may dismiss 

summarily or hold in abeyance motions filed shortly before the hearing 

commences or during the hearing if the other parties or the presiding officer 

would be required to divert substantial resources from the hearing in order to 

respond adequately to the motion and thereby extend the proceeding. 

(a) 지지 선서가 있던지 없던지， 어떠한 판결행위의 당사자라도 그 판결행위를 포함 

하여 문제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 청문회 주관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동의(폐議)할 

수 있다. 동의 당사자는 구체적 사설에 동의하는 당사자가 청취해야할 진짜 문제는 

없다는 것을 주장할 만픔 개별적이고 긴-단 명료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지지 선 

서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어떤 당사자도 그 동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답변서를 

동의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그 동의에 반대하는 어 

떠한 답변서에라도 구체적 사실에 개별적이고 간단 명료한 설명을， 그 당사자가 청 

취해야할 진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만큼 덧붙여야 한다. 만약 반대 당사자가 제 

공한 것이 요구된 평가서에 의해 논박되어지지 않는다면， 동의 당사자가 제공하도 

록 요구되어진 평가서의 모든 구체적 사실들은 공인되었다고 간주될 것이다. 제공 

된지 10일 이내에 반대 당사자는， 그 동의를 지지하기 위해 제출된 어떠한 평가서 

에라도 표현된 새로운 사실과 주장 문서로서 답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지지 평가서 

나 답변은 제출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당사자나 청문회 주관자가 그 동의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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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하기 위해 청문회로부터 선회하고 그 때문에 해당 판결행위가 지연된다면， 

청문회 주관자는 청문회 전이나 진행 중에 동의를 약식으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b) Affidavits shall set forth such facts as would be admissible in evidence and 

shall show affirmatively that the affiant is competent to testify to the matters 

stated therein. The presiding officer may permit affidavits to be supplemented or 

opposed by depositions, answers to interrogatories or further affidavits. When a 

motion for summary decision is made and supported as provided in this section, 

a party opposing the motion may not rest upon the mere allegations or denials 

of his answer; his answer by affidavits or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must set forth specific facts showing that there is a genuine issue of fac t. If no 

such answer is filed, the decision sought, if appropriate, shall be rendered. 

(b) 선서에서는 증거의 자격을 가지는 사실들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고 선서 진술인 

이 선서에서 언급한 문제를 검증할 자격이 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청문회 주관 

자는， 섬문이나 또 다른 선서에 답하기 위하여， 선서가 보충되거나 반대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요약 결정에 대한 동의가 작성되고 본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뒷받 

침된다면， 그 동의에 대한 반대 당사자는 단지 그의 답변의 주장이나 부인에 근거 

륜 둘 수 없다; 선언서에 의한 그의 답변이나 본 절에서 제시한 다른 방법은 진정 

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 사실을 밝혀야만 한다. 민-약 제출된 답변이 

없다면， 유도된 결론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c) Should it appear from the affidavits of a party opposing the motion that he 

cannot, for reasons stated, present by affidavit facts essential to justify his 

opposition, the presiding officer may refuse the application for summary decision 

or may order a continuance to permit affidavits to be obtained or make such 

other order as is appropriate and a determination to 대at effect shall be made a 

matter of record. 

(c) 언급된 이유로， 그것은 그가 자신의 반대를 정당화하는데 필수적인 선서 사실에 

의해 제출 할 수 없는 동의에 대해 반대하는 당사자의 선서로부터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주관자는 요약 결정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수락될 선서의 지속을 명 

령하거나， 기록이 필요한 그 효력을 위해 적절하고 결정적인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d) The presiding officer shall render the decision sought if the filings in the 
proceeding, depositions, answers to interrogatories, and admissions on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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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ith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and the affidavits, if any, show that 

there is no genuine issue as to any material fact and that the moving party is 

entitled to a decision as a matter of law. However, in any proceeding involving 

a construction permit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the procedure 

described in this section may be used only for the determination of specific 

subordinate issues and may not be used to determine the ultimate issue as to 

whether the permit shall be issued. 

(d) 만약 존재한다면 당사자의 설명과 선언서와 함께 그 판결행위의 문서， 증서， 심 
문에 대한 답변서， 그리고， 문서류에 대한 허가가 실제 사실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과 동의(動議)하는 당사자가 법적 결정에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인다면， 청문회 

주관자는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 및 이용 시설의 건설 허가와 관련한 

어떠한 판결행위에서도， 본 절에서 설명된 절차는 오직 특정 종속 문제의 결정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허가를 발부할 것인지와 같은 궁극적인 문제의 결정에는 사 

용할 수 없다. 

Hearings 

청문화 

2.750 Official reporter; transcript 

2.750 공식 보고자; 필사(몫젠) 

(a) A hearing will be repor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esiding officer, 

stenographically or by other means, by an official reporter who may be 

designated from time to time by the Commission or may be a regular employee 

of the Commission. The transcript prepared by the reporter shall be the sole 

official transcript of the proceeding. Except as limited pursuant to section 181 of 

the Act or order of the Commission, the transcript will be open for inspection at 

the Public Document Room. Copies of transcripts are available to parties and to 

the public from the official reporter on payment of the charges fixed therefor. 

(a) 청문회는 청문회 주관자의 감독 하에， 속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때때로 

NRC가 지명하거나 NRC에 고용되어 있는 공식 보고자에 의해 보고되어야 한다. 보 

고자에 의해 작성된 펼사본은 그 판결행위의 유일한 펼사본이어야 한다. 원자력조 

례 181절이나 NRC 명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 그 사본은 문서열람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펄사본의 사본은 요금을 지불하고서 공식 보고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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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당사자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 

(b) Transcript corrections. Corrections of the official transcript may be made 

only in the manner provided by this paragraph. Corrections ordered or approved 

by the presiding officer sha11 be included in the record as an appendix, and 

when so incorporated the Secretary sha11 make the necessary physical 

corrections in the official transcript so that it wi11 incorporate the changes 

ordèred. In making corrections there sha11 be no substitution of pages but, to the 

extent practicable, corrections sha11 be made by running a line through the 

matter to be changed without obliteration and writing the matter as changed 

immediately above. Where the correction consists of an insertion, it sha11 be 

added by rider or interlineation ås near as possible to the text which is intended 

to precede and follow it. 

(b) 사본 정정. 사본의 정정은 본 단락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만 행하여 질 수 

있다. 청문회 주관자에 의한 정정 명령은 부록으로 그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렇게 구체화된 경우 행정관은 명령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본에 펠요한 물리 

적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정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페이지의 바렘이 있어서 

는 안 된다. 정정은 삭제함 없이 바뀌어야 할 부분에서 행해져야 하며 바뀔 부분 

바로 위에 쓰여져야 한다. 정정이 삽입되어야 할 부분에서， 그것은 문서에 가능한한 

가까이， 덧붙이거나 행간에 부가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c) Free transcript. Except in an antitrust proceeding, in any adjudicatory 

proceeding on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or an amendment thereto, the 

presiding officer may arrange for provision of one free transcript to a party, 

other than the applicant, upon request by that party. The transcript will be 

made available to a party at the same time and location as it is made available 

to the NRC staff. If a transcript is mailed to the staff, it wi11 also be maile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esiding officer has the discretion to contr이 the 

distribution of transcripts to parties. 

(c) 무료 사본. 독점에 관한 판결행위는 예외로 하고， 인허가 신청이나 수정에 관한 

어떠한 판결행위에서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청문회 주관자는 신청자와는 다른 당 

사자에게 무료 사본의 작성을 할 수 었다. 사본은 당사자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동시에 NRC 요원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비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요원에게 
사본이 송부되었다면， 그것은 요청 당사자에게도 송부되어야 한다. 청문회 주관자는 

당사자들에게 복사본이 배부되는 것을 조정하는데 선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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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Hearings to be pubic 

2.751 공개청문회(공청회) 

Except as may be requested pursuant to section 181 of the Act, all hearings 

wi11 be public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Commission. 

원자력조례 181절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청문회는 NRC가 다르게 

명령하지 않는다면 공개될 것이다. 

2.751a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in construction permit and operating license 
proceedings. 

2.751a 건설 허가 및 운전 허가 판결행위에서의 특별 예비청문회 회의. 

(a) In any proceeding involving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will direct the parties and any petitioners for intervention, or 

their counsel, to appear at a specified time and place,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notice of hearing is published, or such other time as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may deem appropriate, for a conference to: 

(1) Permit identification of the key issues in the proceeding; 

(2) Take any steps necessary for further identification of the issues; 

(3) Consider a11 intervention petitions to a110w the presiding officer to make such 

prc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 as to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as may be 

appropriate; and 

(4) Establish a schedule for further actions in the proceeding. 

(a) 생산 및 이용 시설에 대한 건설 허가나 운전 허가 신청에 관한 어떠한 판결행 

위에서라도， 다음을 위한 회의에 대해， NRC나 청문회 주관자는 당사자들 및 참여 

신청자들 또는 변호사에게 청문회 통지가 공포된 후 90옐 이내에 특정 시간과 장소 

및 NRC나 청문회 주관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다: 

(1) 그 판결행위의 주요 문제의 확인을 허용한다; 

(2) 문제의 심화 확인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단계를 취한다; 

(3) 청문회 주관자가 그 판결행위의 당사자에 대한 예비 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폭 모든 참여자들을 고려한다; 

(4) 그 판결행위에서 향후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간 계획음 확정한다. 

(b) The presiding officer may order any further informal conferences among the 

parties, including telephone conferences, to the extent that he consider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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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conference would expedite the proceeding. 

(b) 청문회 주관자는 전화 회의를 포함하여 이러한 회의가 그 판결행위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범위까지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비공식적 회의를 지시할 수 • 

있다. 

(c) A prehearing conference held pursuant to this section may be 

stenographically reported. 

(c) 본 절에 따른 예비청문회 회의는 속기를 통하여 보고한다. 

(d) The presiding officer shall enter an order which recites the action taken at 

the conference, the schedule for further actions in the proceeding, any 

agreements by the parties, and which identifies the key issues in the proceeding, 

makes a pre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 as to the parties in the proceeding, 

and provides for the submission of status reports on discovery. The order shall 

be served upon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Objections to the order may be 

filed by a party within five (5) days after service of the order, except that the 

staff may file objections to such order within ten (10) days after service. Parties 

may not file replies to the objections unless the Board so directs. The filing of 

objections shall not stay the decision unless the presiding officer so orders. The 

board may revise the order in consideration of the objections presented and, as 

permitted by ~ 2.718W , may certify for determination to the Commission such 

matters raised in the objection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order shall control 

the subsequent course of the proceeding unless modified for good cause. 

(d) 청문회 주관자는 그 판결행위의 조치들의 시간계획， 당사자들에 의한 어떠한 

합의사항들， 그리고 그 판결행위에서의 주요 문제를 확인하는 것 둥 협의한 조치들 

을 열거하고， 그 판결행위의 당사자에 대한 예비 또는 최종결정을 하고， 현안발굴 

제안서를 작성할 것을 명렁한다. 그 명령은 그 판결행위의 당사자들에게 모두 내려 

질 것이다. 그 명령에 대한 이의는， 요원이 명령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반대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 의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드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는 반대에 대해 답변서 

를 제출할 수 없다. 청문회 주관자가 명령하지 않는다떤 반대 서류는 결정플 유예 

시키지 않는다. ~ 2，718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보드는 제출된 반대들을 고려하여 

명령을 수정하고 NRC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반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다. 합당한 이유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다면 그 명령은 그 판결 

행위 이후의 과정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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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Prehearing conference 

2.752 예비 청문회 회의 

(a)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may , and in the case of a 

proceeding on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an operating 1icense for 

a facility of a type described in ~ ~ 5O.2Hb) or 50.22 of this chapter or a 

testing facility , sha11 direct the parties or their counsel to appear at a specified 

time and place for a conference to consider: 

(1) Simplification, clarific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issues; 

(2) The necessity or desirability of amending the pleadings; 

(3) The obtaining of stipulations and admissions of fact and of the contents and 

authenticity of documents to avoid unnecessary proof; 

(4) Identification of witnesses and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expert 

witnesses , and other steps to expedite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5) The setting of a hearing schedule; and 

(6) Such other matters as may aid in the orderly disposition of the proceeding. 

(a) 건설허가 또는 lOCFR ~ 50.2Hb) 또는 ~ 50.22에 기술된 시설의 운전 허가 신청 

에 관한 판결행위에서， NRC나 청문회 주관자는 그 당사지- 또는 그들의 변호인에게 

다유플 고려하논 회의를 위해 특정시간 득정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령할 것이다: 

(1) 문제의 간단화， 명료화， 구체화; 

(2) 단원 수정의 필요성과 적절성; 

(3) 사설괴- 목록들의 조항， 불필요한 증명에 대한 확설성; 

(4) 증언에 대한 확인과 전문가 증인 수의 제한 그러고 증명 자료들의 제시를 진척 

시키기 위한 다른 단계들; 

(5) 청문회 시간 계획의 확정; 

(6) 그 판결행위의 순서 배열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른 문제들. 

A prehearing conference held under this section in a proceeding involving a 

construction permit or operating license sha11 be held within sixty (60) days 

after discovery has been completed, or such other time as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may specify. Discovery, as used in this section, does not 

include the production of the ACRS report, the safety evaluation prepared by the 
regulatory staff, or any detailed statement on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prepared by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or his designee in the proceeding 

pursmmt to Part 51 of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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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허가나 운전 허가에 관한 본 절에서의 예비청문회 회의는 현안발굴이 끝난 후 

60일 이내 또는 NRC나 청문회 주관자가 정하는 때에 열려야 한다. 이 절에서 사용 

되는 “현안발굴”은 규제 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안전 평가서인 ACRS 보고서의 제 

작이나， lOCFR Part51에 따른 판결행위에 적절하거나，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NRC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에 의해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된 어떤 자세한 진술을 

나 포함하지 않는다. 

(b) Prehearing conferences may be stenographically reported. 

(b) 예비공청회 회의는 속기로 보고될 수 있다. 

(c) The presiding officer shall enter an order which recites the action taken at 

the conference, the amendments allowed to the pleadings and agreements by the 

parties. and which limits the issues or defines the matters in controversy to be 

detel111ined in the proceeding. Objections to the order may be filed by a party 

within five (5) days after service of the order, except that the regulatory staff 

may file objections to such order within ten (10) days after service. Parties may 

not file replies to the objections unless the board so directs. The filing of 

objections shall not stay the decision unless the presiding officer so orders. The 

board may revise the order in the light of the objections presented and, as 

permitted by 9 2.718(i) may certify for detel111ination to the Commission such 

matters raised in the objection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order shall control 

the subsequent course of the proceeding unless modified for good cause. 

(c) 청문회 주관자는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플 자세히 기숨하고， 신청서와 당 

사자가 제출한 동의를 수정하고， 문제를 제한하거나 그 판결행위에서 결정된 논쟁 

사안을 정의하는 명령을 시작한다. 규제 요원이 그러한 명령에 대한 반대 서류제출 

을 10일 이내로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에 대한 반대는 명령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서류로 제출되어야한다. 당사자는， 보드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 서류에 응답할 수 없다. 반대 서류 작성은， 청문회 주관자가 그렇게 명령하 

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보드는， ~ 2.718(i)에 의해 허용된 대 

로， 제출된 반대에 비추어 명령을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반대에서 

제기된 문제뜰에 대한 NRC의 결정을 증명할 수 있다. 충분한 근거로 수정되지 않 

논다면， 그 명령은 그 판결행위 진행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753 Stipulations 
2.753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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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 from any stipulations made during or as a result of a prehearing 

conference, the parties may stipulate in writing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 

or ora11y during the hearing, any relevant fact or the contents or authenticity of 

any document. Such a stipulation may be received in evidence. The parties may 

also stipulate as to the procedure to be fo11owed in the proceeding. Such 

stipulations may, on motion of a11 parties, be recognized by the presiding officer 

to govern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 

예비청문회 회의 진행 중 또는 그 결론에서 나온 명문화된 조항들과는 별도로， 관 

계된 어떠한 사건 또는 어떠한 문건의 목록이나 확실성이라도， 당사자는 그 판결행 

위의 어떠한 단계에서는 서면으로 또는 청문회 중에는 구두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문화된 조항은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판결행위에 따 

라야할 절차에 따라 명기하여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그러한 명문화된 

조항들은， 그 판결행위 수행을 관장할 수 있도록 청문회 주관자가 알고 있어야 한 

다. 

2.754 Proposed findings and conclusions 

2.754 제안 결론 및 판정 

(a) Any party to a proceeding may, or if directed by the presiding officer sha11 ‘ 

file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briefs and a proposed form 

or order of decision within the time provided by the fo11owing subparagraphs , 

except as otherwise ordered by the presiding officer: 

(1) The party who has the burden of proof sha11 ,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record is closed, file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and 

briefs. and a proposed form of order or decision. 

(2) Other parties may file proposed findings , conclusions of law and briefs 

within forty (4이 days after the record is closed. However, the staff may file 

such proposed findings , conclusions of law and briefs within fifty (50) days after 

the record is closed. 
(3) A party who has the burden of proof may reply within five (5) days after 

filing of proposed findings and conclusions of law and briefs by other parties. 

(a) 사실에 대한 제안 결론， 법적 판정， 요약 그리고 제안된 형태의 문서화 또는 아 

래의 문단에 제시된 기간 내(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다른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에 결정 명령블， 청문회 주관자는 물론이고 그 판결행위의 어떠한 당사자 

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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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의 의무를 지닌 당사자는 기록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해 제안 

결론， 법적 판정， 요약 그리고 명령의 제안된 형태 또는 결정을 제출하도록 한다. 

(2) 다른 당사자들은 기록이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제안 결론， 법적 판정 그리고 

요약을 서류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는 기록이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제안 

결론， 법적 판정 그리고 요약을 제출할 수 있다. 

(3) 증명의 의무를 지닌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제안된 결론， 법적 판정 그 
리고 요약이 서류화 된 후 5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다. 

(b) Failure to file proposed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of law or briefs when 

directed to do so may be deemed a default, and an order or initial decision may 

be entered accordingly. 

(b) 그러한 지시가 있을 경우， 사실에 대한 제안된 결론， 법적 판정 또는 요약을 제 
출하지 않으면 이는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명령과 일차 결정이 시 

작된다. 

(c) Proposed findings of fact must be clearly and concisely set forth in 

numbered paragraphs and must be confined to the material issues of fact 

presented on the record, with exact citations to the transcript of record and 

exhibits in support of each proposed finding. Proposed conclusions of law must 

be set forth in numbered paragraphs as to all material issues of law 이

discretion presented on the record. An intervenor ’s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must be confined to issues which that party placed in 

controversy or sought to place in controversy in the proceeding. 

(c) 각 제안 결론을 보충하는 기록과 서류 사본의 정확한 인용문과 함께， 사건에 대 

한 제안 결론은 번호를 기재한 문단으로 간단 명료하게 진술되어야 하고， 그 기록 

에 표현된 사건의 필수적 문제에 대해 한정되어야 한다. 법적 판정은 모든 법의 필 

수적 문제나 기록에 표현된 재량에 따라 번호를 기재한 문단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개입자의 제안된 사건의 결론과 법적 판정은 당사자가 반대하거나 반대하려고 하는 

분세에 한정되어야 한다. 

2.755 Oral argument before presiding officer 
2.755 청문회 주관자 앞에서의 구두 논증 

When , in the opinion of the presiding officer, time permits and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public interest warrant, he may allow and fix a time for the 
presentation of oral argument. He will impose appropriate limits of tim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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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 The transcript of the argument sha11 be a part of the record. 

청문회 주관자의 의견에， 시간이 허용하고 판결행위의 특성과 공익에 비추어 그것 

이 정당할 경우， 그는 구두로 논증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시기을 정할 수 있다. 그 

는 그 논증의 시간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한다. 논증의 사본은 해당 기록의 부분이 

된다. 

2.756 Informal procedures 

2.756 비공식 절차 

The Commission encourages the use of informal procedures consistent with the 

Act, sections 551 - 558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the regulations 

in this chapter, and with the orderly conduct of the proceeding and the necessity 

for preserving a suitable record for review. 

NRC는 원자력조례， 미합중국법 Title 5의 551-558절의 법안과 lOCFR 2의 규정과 

일치하고， 판결행위의 순차적 시행과 검토를 위해 적절한 기록을 보존할 필요성과 

그에 일치하는 비공식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2.757 Authority of presiding officer to regulate procedure in a hearing 

2.757 청문회 절차를 규제하기 위한 청문회 주관자의 권위 

To prevent unnecessary delays or an unnecessarily large record , the presiding 

officer may: 

(a) Limit the number of witnesses whose testimony may be cumulative; 

(b) Strike argumentative, repetitious, cumulative, or irrelevant evidence; 

(C) Take necessary and proper measures to prevent argumentative, repetitious , 

or cumulative cross-examination; and 

(d) Impose such time limitations on arguments as he determines appropriate, 

having regard for the volume of the evidence and the importance and complexity 

of the issues involved. 

불필요한 지연과 많은 기록을 피하기 위해， 청문회 주관자는 다음을 시행할 수 있 

다: 

(a) 증언이 중복될 수 있는 참고인의 수를 제한; 

(b) 논쟁적， 반복적이고 관계없는 증거들을 제거; 
(C) 논쟁적， 반복적이거나 반대 심문으로 중복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 펼요하고 적당 

한 빙-볍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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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증거의 양과 포함된 문제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결정으로， 논의 
하기 위한 시간에 제한을 둔다. 

2.759 Settlement in initial licensing proceedings 
2.759 일차 인허가 판결행위에서의 타협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public interest may be served through 
settlement of particular issues in a proceeding or the entire proceeding. 

Therefore,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inconsistent with hearing requirements in 

section 189 of the Act (42 U.S.c. 2239) , the fair and reasonable settlement of 

contested initial licensing proceedings is encouraged. It is expected that the 
presiding officer and a11 of the parties to those proceedings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carry out this purpose. 

NRC는 어떤 판결행위나 전체 판결행위에서의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음 통해 

공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원자력조례 (42 U.S.C. 
22:~9)의 189절에서의 청문회 요건과 일치하는 정도까지， 이의신청이 있는 일차 인허 

가 판결행위에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달성하도록 한다. 청문회 주관자와 

그러한 판결행위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음 

이행하도록 한다. 

Initial Decision and Commission Review 

열차 결정 및 NRC 검토 

2.760 Initial decision and its effect 
2.760 일 차 결 정 및 그 효 력 

(a) After hearing, the presiding officer will render an initial decision which will 

constitute the final action of the Commission forty (4이 days after its date 
unless any party petitions for Commission review in accordance with ~ 2.786 or 
the Commission takes review sua sponte or the decision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 2.764. 

(a) 청문회 후， 어떠한 당사자가 ~ 2.786에 따른 NRC 검토를 요청하지 않거나 NRC 

의 자발적인 검토가 없거나 또는 그 결정이 ~ 2.764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40일 후에 청문회 주관자는 NRC 최종 조치를 구성하는 일차 결정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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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re the public interest so requires, the Commission may direct that the 

presiding officer certify the record to it without an initial decision, and may: 

(1) Prepare its own decision which will become final unless the Commission 

grants a petition for reconsideration pursuant to ~ 2.771; or 

(2) Omit an initial decision on a finding that due and timely execution of its 

functions imperatively and unavoidably so requires. 

(b) 공익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경우， NRC는 청문회 주관자가 그 기록을 열차 결 
정 없이 인증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한 다음을 할 수 있다; 

(1) NRC가 ~ 2.771에 준하여 재고려 청원을 숭인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는 청문회 주관자 자선의 결정을 작성하도록 한다; 또는 

(2) 그 기능상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결론에 대한 일차 결정을 
생략하도록 한다. 

(C) An initial decision wiI1 be in writing and will be based on the whole record 

and supported by reliable, probative, and substantial evidence. The initial 

decision will include: 

(1) Findings, conclusions and rulings , with the reasons or basis for them , on all 

material issues of fact , law , or discretion presented on the record; 

(2) All facts officially noticed and relied on in making the decision; 

(3) The appropriate ruling , order or denial of relief with the effective date; 

(4) The time within which a petition for review of the decision may be filed, 

the time within which answers in support of or in opposition to a petition for 

review filed by another party may be filed and, in the case of an initiaI decision 

which may become finaI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 of this section. the 

date when it may become fina l. 

(c) 일차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모든 기록에 그 근거를 두며， 신뢰성 있고 증 

거를 갖춘 충실한 증거로 보완되어야 한다. 일차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 

함된다; 

(1) 그 기꽉에 제사되어 있는 사실， 법률， 또는 재량 등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 판 

정， 규제; 

(2) 그 결정을 내릴 때 공식적으 통지되고 의존하는 모든 사실; 

(3) 효력을 갖는 날짜를 포함한 적절한 규제， 명령 또는 구제 거부; 

(4) 서류로 만들어질 결정에 대한 검토 선청을 할 시기，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출될 

검토 신청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제출할 시기， 그리고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는 일 

차 결정의 경우， 이 절의 (a)단락에 준하여 최종 결콘이 될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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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a Initial decision in contested proceedings on applications for facility 

operating licenses 

2.760a 시설의 운전 허가 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판결행위에서의 일차 결정 

In any initial decision in a contested proceeding on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for a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y , the presiding officer sha11 

make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on the matters put into 

controversy by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and on matters which have been 

determined to be the issues in the proceeding by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제작이나 운전 허가 신청에 대한 이의선청이 있는 판결행위에 

서의 모든 일차 결정에서 청문회 주관자는 NRC나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그 판결 

행위의 문제로 결정된 당사자들의 논쟁에 대해 사설상의 결론 및 법적 판정을 이 

루도록 한다. 

Matters not put into controversy by the parties wi11 be examined and decided 

by the presiding officer only where he or she determines that a serious safety, 

environmental , or common defense and security matter exists. 

심각한 안전， 환경 또는 공공의 방위 및 보안상의 푼제가 존재한다고 결정할 경우 

에만， 당사자들에 의해 논쟁되지 않는 문제들은 청문회 주관자가 조사， 결정한다. 

Depending on the resolution of those matters,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after making the requisite findings , will issue, deny, or appropriately 

condition the license.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의존하여 반드시 필요한 결론을 내린 후， 적절하다면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NRC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그 인허가를 발부하거 

나 거부하거나 또는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다. 

2.761 Expedited decisional procedure 

2.761 신속 결정 절차 

(a) The presiding officer may determine a proceeding by an order after the 
conclusion of a hearing without issuing an initial decision ,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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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parties stipulate that the initial decision may be omitted and waive their 

rights to file a petition for review, to request oral argument, and to seek judicial 

reVlew ’ 

(2) No unresolved substantial issue of fact, law, or discretion remains, and the 
record clearly warrants granting the relief requested; and 

(3) The presiding officer finds that dispensing with the issuance of the initial 

decision is in the public interest. 

(a) 다음의 경우에， 청문회 주관자는， 일차 결정을 발부하지 않고 청문회 종료 후 

명령을 통하여 판결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모든 당사자들이 검토 청원 제출， 구두 논증 신청， 사법적인 검토 등을 요구할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일차 결정을 생략할 것을 요구할 때; 

(2) 해결되지 않은 사건， 법안 또는 미해결된 실질적인 문제가 없고， 그 면제 요청 

을 보증할 수 있능 때; 

(3) 청문회 주관자가 일차 결정 발부가 공익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 

(b) An order entered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the Commission on its own motion within thirty (3이 days after 

its date. 

(b) 본 젤 단락(a)에 따라 시행된 명령은 그 날짜 이후로 30열 이내에 동의가 

면 NRC가 겸포하도록 한다. 

。1 。
"A-

(C) An initial decision may be made effective immediately, subject to review by 

the Commission on its own motion within thirty (30) days after its dat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when: 

(1) All parties stipulate that the initial decision may be made effective 

immediately and waive their rights to file a petition for review, to request oral 

argument, and to seek judicial review; 

(2) No unresolved substantial issue of fact, law, or discretion remains and the 

record clearly warrants granting the relief requested; and 

(3) The presiding officer finds tha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o make the initial 

decision effective immediately. 

(c) 다음의 경우， 그 날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가 제출되어 NRC가 검토하게 되는 

일차 결정은 즉시 그 효력을 발한다: 

(1) 겸토 청원 제출 구두 논증 요청， 사법적 검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선의 권 

리를 철회하고 일차 결정이 즉시 유효하도록 할 것을 모등 당사자가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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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가져야 한다고 

요청된 문제가 없고， 

효력을 즉시 

검토할 실질적인 

일차 결정이 

(2) 미해결된 사건， 법안 
확실히 보증할 수 있을 때; 

(3) 청문회 주관자가 공익면에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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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do not apply to an initial decision directing 

construction permit or construction 

<d) The provlslOns of this 

a of amendment or lssuance the 

operatíng provisional or license operatmg an of lssuance the or authorization , 

개정 둥을 지시하거나 

일차 결정에는 적용되 

승인의 발부 및 

등을 지시하는 

허가 또는 건설 

운전 승인 의 발부 

au thorization. 

(d) 본 절의 조항들은， 건설 

또는 운전 허가 또는 임시 

지 않는다. 

Separate hearings and decisions 

독립 청문회 및 결정 

2.761a 

2.761a 

utilization 

type 

testíng 

the 

proceeding on an application 

facility which is subject to ~ 51.20(b) of this chapter, 

specified in ~ 51.2Hb) (2) or (3) or ~ 50.22 of this chapter 

facility , the presiding officer shall,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rights of any party would be prejudiced thereby, commence a hearing on issues 

covered by ~ 50.1O(e)(2)(iD and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issuance of the staff of its final environmental 

or 

the 

a 

a 

아
 ·S 

fm 
·S 

or 

permlt 

and 

constructlon a for a n ’ ’ --

lmpact 

statement, but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issuance of such statement, 

and complete such a hearing and issue an initial decision on su마 matters. 

10CFR ~ 51.20(b)에 준하고 lOCFR ~ 51.2Hb)(2) , (3) 또는 ~ 50.22에 서 명 시 된 형 

태 생산 및 이용 시설 및 시험 시설에 대한 건설 허가 신청에 대한 판결행위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지 못하거나 어떤 당사자의 권리가 편파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주관자는 최종환경영향평가서 담당자의 발표 후 가능한 대로 즉 

시 lOCFR ~ 5O.1O(e)(2)(iD 와 lOCFR part 51 subpart A에 해 당하는 사안들에 대 

해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평가서 발표 후 30일이 지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당 청문회를 완료하고 그 사안들에 대한 일차 결정을 발부해야 한다. 

Prehearing procedures regarding issues covered by subpart A of part 51 and ~ 

51.1O(e)(2)(ii) of this chapter, inciuding any discovery and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s and prehearing conferences as provided in ~ ~ 2.740, 2.740a, 2.7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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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2.742, 2.751a, and 2.752, shall be scheduled accordingly. The provIslons of 

~ ~ 2.754, 2.755, 2.760, 2.762, 2.763, and 2.764(a) sha11 apply to any proceeding 

conducted and any initial decision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ection 2.764(b) shall not apply to any partial initial decision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This section shall not preclude separate hearings 

and decisions on other particular issues. 

~ ~ 2.740, 2.740a, 2.740b, 2.741 , 2.742, 2.751a, 2.752에 제시된 현안발굴， 특별 예비 

청문회 회의 및 예비청문회 회의 등을 포함하여， lOCFR part 51 subpart A에 해당 

하는 사안들에 대한 예비청문회 절차는 시간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 ~ 2.754, 

2.755, 2.760, 2.762. 2.763, 2.764(a)의 조항들은 본 절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판결행 

위와 일차 결정에 적용될 수 있다. 2.764(b) 절은 본 절에 따른 어떠한 일차 결정에 

도 적용할 수 없다. 본 절은 다른 특정 사안들에 대한 독립 청문회 및 결정을 막을 

수는 없다. 

Subpart H -- Rulemaking 

부절 H -- 법제화 

:2.800 Scope of rulem따üng. 

:2.H00 범위 

This subpart governs the issuance, amendment and repeal of regulations in 

which participation by interested persons is prescribed under section 553 of title 

;) of the U.S. Code. 

본 부젤에서는 이해관계가 。1 느二 
λλ '- 개인의 참여가 5CFR553에서 규정된 규정들의 발 

jf, 개정， 폐지 등윤 취급한다. 

2.801 lnitiation of rulemaking. 

2.801 법제화의 개시 

Rulemaking may be initiated by the Commission at its own instance, on the 

recommendation of anothe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or on the petition of 

any other interested person. 

법세화는 NRC의 발의， 다른 기관의 권고， 다른 이해관계가 

을 경우 NRC에서 개시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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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Determination of petition. 

2.803 청원에 대한 결정 

No hearing will be held on the petition unless the Commission deems it 

advisable.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sufficient reason exists , it will 

publish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1n any other case, it will deny the 

petition and will notify the petitioner with a simple statement of the grounds of 

denial. 

NRC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고려하지 않으면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만일 

NRC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면， 제안된 법제화 통고를 공포한다. 그 외의 

다른 경우， NRC는 청원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여 원고에게 통고한다. 

2.804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804 제안된 법제화 통고 

(a) Except as provided by paragraph (d) of this section, when the Commission 

proposes to adopt, amend, or repeal a regulation, it will caus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unless all persons subject 

to the notice are named and either are personally served or otherwise have 

é1ctual nolÌce in accordancc with Iaw. 

(a) 득별한 경우플 제외하고， NRC에서 어떤 규정플 채댁， 개정， 폐지할 것을 제안할 

경우， 만일 그 통고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의 이픔이 파악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송부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동고룹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 

안된 법제화 통고를 연방관보에 공포하도록 한다. 

(b) The notice will include: 

(4) The time, place, and nature of the public hearing , if any; 

(5) If a hearing is to be held, designa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and any 

special directions for the conduct of the hearing; and 

(b) 통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4) 만약 있다면， 공청회의 시간， 장소 및 성질 

(5) 만약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그 공청회를 수행할 공청회 주재자의 임명 및 모든 

특별 지시사항 

(c) The publication or service ()f notice will be made not Iess than fiftee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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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prior to the time fixed for hearing , if any, unless the Commission for good 

cause stated in the notice provides otherwise. 

트버 
-，크 이유로 인하여 

이행된다. 

그 통고에서 언급한 

일자 15일 이전에 

(c) 통고의 공포 및 송부는， 만일 NRC에서 

히 다르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결정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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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ACRS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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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RC에게 자문을 할 자격이 있는 ACRS는 NRC에게 특정한 분야에 대해 법제 

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NRC는 90일 이내에 서면상으로 그러한 법제화 

권고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서 그 권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 연구 혹은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NRC가 그 권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용하지 않거 

나 혹은 연기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한다. ACRS 권고 및 

NRC의 답변은 NRC가 ACRS에 답변을 전달한 후 NRC 문서열람실에 보관된다. 

(b) When a rule involving nuclear safety matters within the purview of the 

ACRS is under development by the NRC Staff, the Staff will ensure that the 

ACRS is given an opportunity to provide advice at appropriate stages and to 

identify issues to be considered during rulemaking hearings. 

(b) NRC 담당자가 ACRS 권한내의 원자력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규칙을 개발 중 

일 경우， 담당자는 ACRS가 적절한 단계에서 권고를 제시하고， 법제화 공청회 중에 

고려될 사안을 규명할 기회를 ACRS에게 제공하도록 보증한다. 

Subpart 1 •- Special Procedures Applicable to Adjudicatory Proceedings 

Involving Restricted Data and/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부절 1 -- 제한자료 및 국가 보안자료 관련 사법적 처분에 적용될 특수 절차 

2.900 Purpose. 

2.900 목적 

This subpart is issued pursuant to section 181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and section 201 of the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as 

amended, to provide such procedures in proceedings subject to this part as will 

effectively safeguard and prevent disclosure of Restricted Data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to unauthorized persons, with mmlmum impairment of 

procedural rights. 

본 부절은， 10CFR2 이행 처분시에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 

들을 승인되지 않은 개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그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 

서 효과적으로 제한， 금지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AEA 181절 및 에너 

지재조직조례 201절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2.902 Definitions. 
2.90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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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terested party means a party having an interest in the issue or issues to 

which particular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rnation is relevan t. 

Normally the interest of a party in an issue may be determined by examination 

of the notice of hearing , the answers and replies. 

(b)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란 특정한 대외비자료나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 
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뜻한다. 보통 어떤 문제에서 어떤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공청회 개최 통고와 답변 및 응답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 

다. 

(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means inforrnation that has been c1assifi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2356. 

(d)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란 설행령 12356에 따라 분류된 정보를 의미한 

다. 

2.905 Access to restricted data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for parties; 

security c1earances. 
2.905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에 대한 당사지-뜰의 이용; 보안 

해저l 

(a) Access to restricted data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LÌon introduced into 

proceeding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h) of this section, rcstrictc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troduced into a proceeding subject to this part 

will be made available to any interested party having the required security 

c1earance; to counsel for an interested party provided the counsel has the 

required security clearance; and to such additional persons having the required 

security c1earance as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deterrnined are 

needed by such party for adequate preparation or presentation of his case. 

Where the interest of such party will not be prejudiced, the Commission or 

presiding officer may postpone action upon an application for access under this 

paragraph until after a notice of hearing, answers, and replies have been filed. 

(a) 해당 처분에 이용되는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블 요하는 정보의 이용. 

본 절의 단락 (h)에 제시된 것은 예외로 하고， 10CFR2 처분에서 대외비자료 및 국 

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다음의 경우 이용가능하다: 요구되는 보안 해제룰 

갖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요구되는 보안 해제를 갖추고 있플 경우，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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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당사자의 상담자; 어떤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적절히 설명， 발표하기 위해 

NRC나 공청회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보안 해제를 갖춘 개인. 그리고， 그러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편파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을 경우 NRC나 공청회 주재자는 

이용 신청에 관한 조치사항을 공청회 개최 통고 답변 및 응답이 제출될 때까지 연 

기할 수 있다. 

(b) Access to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rnation not introduced 

into proceedings. 

(1) On application showing that access to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rnation may be required for the preparation of a party ’ s case, and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h) of this section,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will issue an order granting access to such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rnation to the party upon his obtaining the required security 

clearance, to counsel for the party upon their obtaining the required security 

clearance, and to such other individuals as may be needed by the party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case upon their obtaining the required 

clearance. 

(2) Where the interest of the party applying for access will not be prejudiced,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may postpone action on an application 

pursuant to this paragraph until after a notice of hearing , answers and replies 

have been filed. 

(b) 해당 처분에 이용되지 않은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이용. 

(1) 어떤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음 

요하는 정보의 이용이 펠요하다는 것을 선청시 입증하고， 그것이 본 섣 민-럭- (h) 에 

제시된 경우가 아니면， NRC나 공청회 주재자는 다음의 경우 대외비자료 렛 국가적 

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이용을 승인하는 명령을 받급한다: 요구되는 보안 해제 

를 갖춘 당사자; 요구되는 보안 해제를 갖추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상담지 요구되 

는 보안 해제를 갖추고 있을 경우， 어떤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적절히 설병， 발표 

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개인 결정한 보안 해제를 갖춘 개인. 

(2) 이용을 신청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편파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을 경우， NRC 

나 공청회 주재자는 이용 신청에 관한 조치사항을 공청회 개최 통고， 답변 벚 응답 

이 제출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h) Refusal to grant access to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rnation. 

(1) The Commission will not grant access to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lmation unless it determÏnes that the granting of access will not be ini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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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2) Access to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which has been 

received by the Commission from another Government agency wi I1 not be 

granted by the Commission if the originating agency determines in writing that 

access should not be granted. The Commission wiII consult the originating 

agency prior to granting access to such data or information received from 

another Government agency. 

(h)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 이용 승인에 대한 거부. 
(1) NRC는 그 이용 승인으로 인해 공공의 방위 및 인-전에 불리한 점이 없다고 결 

정하지 않으면，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이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2) NRC가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에 대해 다른 정부 기관 

으로부터 과거에 얻은 이용권은， 만일 그 원래의 기관에서 서면상으로 그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NRC에서 승인하지 않는다. NRC는 그러한 자료 및 정보에 대 

해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얻은 이용권을 승인하기 이전에 그 기관과 협의한다. 

2.907 Notice of intent to introduce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2.m7 대외비지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논 정보의 사용올 위한 취지 통고 

(a) If.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a notice of hearing , it appears to the staff 

너1at it wiII be impracticable for it to avoid the introduction of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lnformation into the proceeding, it wiII file a notice of intent 

to introduce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lnformation. 

((1) 만일， 공정회 개최 통고를 공포할 시점에서，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그 처분에 대 

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 

떤，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한다는 취지 통고를 제출 

한다. 

(b) If, at the time of filing of an answer to the notice of hearing it appears to 

the party filing that it will be impracticable for the party to avoid the 

introduction of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to the 
proceeding, the party sha11 state in the answer a notice of intent to introduce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to the proceeding. 

(b) 만임， 공청회 개최 동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시점에서， 당사자가 판단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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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이 그 처분에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면， 그 처분에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 

를 사용한다는 취지 통고를 답변에서 언급한다. 

(c) If, at any later stage of a proceeding, it appears to any party that it will be 

impracticable to avoid the introduction of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to the proceeding, the party shall give to the other parties prompt 

written notice of intent to introduce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to the proceeding. 

(c) 만일， 어떤 처분의 이후 단계에서 언제든지， 어떤 당사자가 판단하기에 그 처분 

에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면， 그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한다는 신속한 서면상의 취지 통고를 다른 당사자뜰에게 전달한다. 

(d) Restricted Data or National Securitv Information shall not be introduced into 

a proceeding after publication of a notice of hearing unless a notice of intent 

has been filed in accordance with ~ 2.908. except as permitted in the discre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when it is clear that no party or the public interest will 

be prejudiced. 

Cd)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취지 통고가 ~ 2.908에 따라 

서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청회 개최 통고의 공포 후에는 어떤 처분에서 사용펠 수 

없다. 딘 어떠한 당사자나 임반 대중의 이해관계가 편파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는다 

는 것이 분명할 때， 공청회 주재자의 재량으로 허가될 경우는 예외이다. 

2.908 Contents of notice of intent to introduce restricted data or othe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2.908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취지 통고 

내용 

(a) A party who intends to introduce Restricted Data or othe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shall file a notice of intent with the Secretary. The notice shall be 

unclassified an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classification requirement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The subject matter of the Restricted Data or othe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which it is anticipated will be involved; 

(2) The highest level of classification of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 secre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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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3) The stage of the proceeding at which he anticipates a need to introduce the 

information; and 

(4) The relevance and materiality of the information to the issues on the 

proceeding. 

(b) In the discre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such notice, when required by S 
2.907(C), may be given orally on the record. 

(a)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행 

정관에게 취지 통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 통고는 기밀 취급을 하지 않으며， 기밀 요 

건에 따라 다음이 포함된다. 

(1) 그 이용이 예상되는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주요 문 

제 

(2) 그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가 속하는 기밀상의 최고 수 

준(기밀， 비밀 및 기타) 

(3) 그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로 예상되는 처분 단계 

。1 2..
λA 2. 

거。 ---

(4) 그 처분상의 문제에 대한 대외비자료 및 국가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관 

떤성 및 종요성 

(b) 공청회 주재자의 재량에 따라， S 2.907(C)에서 요구할 경우 그러한 통고는 기록 
상 구두로 이루어 질 수 있다. 

Subpart L -- Informal Hearing Procedures for Adjudications in Materials 

and Operator Licensing Proceedings 
부절 L -- 딸질 및 운전 면허 처분에서 사법화를 위한 비공식 공청회 절차 

2.1 201 Scope of subpart. 

2.1201 범위 

(a) The general rules of this subpart govern procedure in any ad.i udication 

initiated by a request for a hearing in a proceeding for --

(1) The grant, transfer, renewal, or licensee-initiated amendment of a materials 

license subject to parts 30, 32 through 35, 39, 40, or 70 of this chapter; or 
(2) The grant, renewal , or licensee-initiated amendment of an operator or senior 

operator license subject to part 55 of this chapter. 

(3) The amendment of a Part 50 license following permanent removal of fuel 

from the Part 50 facility to an authorized facility for licensees that have 
previously made declarations related to permanent cessation of oper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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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manent removal of fuel from the reactor in accordance with ~ 50.82(a)( 1). 

Subpart L hearings for the license termination plan amendment, if conducted, 

must be completed before license termination. 

(a) 본 부절의 일반 규칙들은 다음 처분에서 공청회 개최 요청으로 시작된 어떤 처 

분 처분에서의 절차에서 적용된다. 

(1) lOCFR30, 32, 33, 34, 35, 39, 40 혹은 70에 따른 핵물질 허가 승인， 양도， 갱신 

혹은 허가취득자의 발의에 의한 개정 

(2) lOCFR55에 따른 운전원 및 책임 운전원 허가의 승인， 갱신 혹은 허가취득자의 

발의에 의한 개정. 

(3) 영구 운전 중지 및 영구 핵연료 인출과 관련한 진술을 제출한 허가취득자에 대 

한， lOCFR50 시설로부터 승인된 다른 시설로 핵연료를 영구 인출한 이후 시작되는 

lOCFR50 허가에 대한 개정. 허가 종료 계획 개정에 대한 부절 L의 공청회는， 만일 

개최된다면， 허가 종료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b) Any adjudication regarding , (1) a materials license subject to parts 30, 32 

through 35, 39, 40, or 70, or an operator or senior operator license subject to 

part 55 that is initiated by a notice of hearing issued under ~ 2.104, or (2) a 

notice of proposed action under ~ 2.105, or a request for hearing under subpart 

B of 10 r'::FR part 2 on an order or a civil penalty, is to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subpart G of 10 CFR part 2. 

Cb) (1) ~ 2.104에 의해 발급되는 공청회 개최 통고로부터 시작되는 10CFR55에 띠

륜 운 전 원 및 책 임 운 전 원 허 가， 혹은 lOCFR~，~， æ，~，~， æ，~， m에 따른 

핵물질 허가， 혹은 (2) S 2.105의 제안 조치사항 동고 혹은 명령 및 민사상의 별칙 

에 대한 lOCFR2 부절 B의 공청회 개최 요청 등에 관한 어떤 처분 절차는 lOCFR2 
에 기숨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2.1203 Docket; filing; service. 

2.1203 문서변호 부여， 제출， 송달 

(a) The Secretary shall maintain a docket for each adjudication subject to this 

subpart, commencing with the filing of a request for a hearing. All papers, 

including any request for a hearing, petition for 1eave to intervene, 

correspondence, exhibits, decisions , and orders , submitted or issued in the 

proceeding; the hearing file compiled in accordance with ~ 2.1231; and the 

transcripts of any ora1 presentations or oral questioning made in accordance with 

S 2.1235 or in connection with any appea1 under this subpart must be fi1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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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of the Secretary and must be included in the docket. The public 

availability of official records relating to the proceeding is governed by ~ 2.790. 

(a) 행정관은 공청회 개최 요청 제출로부터 시작하여， 본 부절에 속하는 각 처분 처 

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서번호 부여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 요청， 개입 신청， 답변， 

공시， 결정， 명령을 포함하여 그 처분에서 제출 혹은 발급되는 모든 문서뜰~ 

2.1231에 따라서 수집된 공청회 문서~ 2.1235에 따라서 혹은 본 부절에 따른 어떤 

상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구두 진술 및 구두 질의의 사본들은 행정관 사무국에 제출 

되어 문서변호 부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처분에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은 일반 

대중에게 이용가능하다. 

(e) A request for a hearing or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must be served in 

accordance with ~ 2.712 and ~ 2.1205(f) and (R). A11 other documents issued bv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or offered for filing are served in 

accordance with ~ 2.712. 

(e)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업 신청은 ~ 2.1205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송단되어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나 NRC가 발급하거나 혹은 기타 제공된 모든 다른 문서뜰은 

관란 규정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2.1205 Request for a hearing;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2.1205 공청회 개최 요청， 개입 신청 

(3)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a proceeding for the grant. 

transfer, renewal , or licensee-initiated amendment of a license subject to lhis 

subpart may file a request for a hearing. 

(a) 본 부절에 따른 허가의 승인， 양도， 갱신 혹은 허가취득자의 발의에 의한 개정 

에 관한 처분에 의해 이해 당사자는 공청회 개최 요청플 제출할 수 있다. 

(b) An applicant for a license, a license amendment, a license transfer, or a 

license renewal who is issued a notice of proposed denial or a notice of denial 

and who desires a hearing sha11 file the request for the hearing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 2.103 in all cases. An applicant may include in the request for 

hearing a request that the presiding officer recommend to the Commission that 

procedures other than those authorized under this subpart be used in the 

proceeding, provided that the applicant identifies the special factual 

circumstances or issues which support the use of other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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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허가， 허가 개정， 허가 양도， 허가 갱신 허가신청자로서 제안 거부 통고 혹은 거 
부 동고가 발급되어 공청회를 원하는 자는 ~ 2.103에 명시된 기한 이내로 공청회 

개최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그 공청회 개최 요청에서 공청회 주재자 

로 하여금 NRC에게 본 부절에서 승인된 것과는 다른 절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요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단， 이는 특별한 사실과 관계된 상황 혹은 문제 

로 인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허가신청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C) For amendments of Part 50 licenses under ~ 2.1201(a)(3) , a notic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with reference to the opportunity for a hearing under the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ubpart, must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t least 30 days prior to issuance of the requested amendment by the 

Commission. 

(C) ~ 2.1201(a)(3)에 따른 lOCFR50 허가의 개정에 대하여， 본 부절에서 정한 절차 

에 따른 공청회 기회와 관련하여， 그 신청에 대한 수령 통고는 NRC가 개정 요청을 

발급하는 최소 30일 이전에 연방관보에 공포되어야 한다. 

(d) A person, other than an applicant, sha11 file a request for a hearing within 

(1) Thirty days of the agency ’ s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of a notice 

referring or relating to an application or the licensing action requested by an 

application, which must include a reference to the opportunity for a hearing 

under the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ubpart. With respect to an amendment 

described in ~ 2.1201(a)(3) , other than the one to telminate the !icense, the 

Commission, prior to issuance of the requested amendment, wi11 fo11ow the 

procedures in ~ 70.91 and ~ 70.92(c) to the extent necessary to make a 

determination on whether the amendment invo!ves a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If the Commission finds there are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s involved in the requested amendment, the amendment will not be 

issued until any hearings under this paragraph are completed. 

(2) If a Federal Register notice is not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d)( l), the earliest of --

(i) Thirty days after the requester receives actua! notice of a pending 

application, or 

Cii) Thirty days after the requester receives actual notice of an agency action 

granting an application in whole or in par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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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i) One hundred and eighty days after agency action granting an application in 

whole or in part. 

(d) 허가신청자 이외의 개인은 다음 기한 이내로 공청회 개최 요청을 제출해야 한 

다-
(1) 신청서에 관한 통고 혹은 신청서에서 요청한 인허가 조치사항을 기관에서 연방 

관보에 공포한 이후 30일. 이에는 본 부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에 대한 기 

회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허가를 정지하는 것 이외에 ~ 2.1201(a)(3)에 기술된 개 

정에 대하여， NRC는 요청된 개정의 발급 이전에 그러한 개정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NRC가 

요청된 개정 내에 중대한 위해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본 

단락의 공청회가 완료된 이후 그 개정은 발급될 수 있다. 

(2) 만일 연방관보의 통고가 단락 (d)( 1)에 따라 공포되지 않으면， 다음 중 가장 빠 

른 것을 따른다. 

(i) 요청자가 계류 중인 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통고를 받은 이후 30일 

(ii) 요청자가 신청서 전체 혹은 일부를 승인하는 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설질적인 

통고를 받은 이후 30일 

(iii) 신청서 전체 혹은 일부를 승인하는 기관의 조치 이후 180일. 

(e) The request for a hearing filed by a person other than an applicant must 

describe in detail 

(1) The interest of the requestor in the proceeding; 

(2) How the interests may be affected by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 

including the reasons why the requestor should be permitted a hearing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factors set out in paragraph (h) of this section; 

<:3) The requestor ’s areas of concern about the licensing activity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ceeding; and 

(4) The circumstances establishing that the request for a hearing is time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d) of this section. 

(e) 허가신청자 이외의 개인이 제출한 공청회 개최 요청에서는 다음을 상세히 기숨 

해야 한다. 

(1) 그 처분에서 요청지-의 이해관계 

(2) 그 처분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어떻게 영향받을 수 있는가. 이에는 특히 본 절 

단락 (h)에 있는 인자들에 관련하여 왜 요청자가 공청회를 승인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된다 

(3) 그 처분의 문제에 포함되는 인허가 활동에 관한 요청자의 관심 분야 

(4) 공청회 개최 요청이 본 섣 민-럭. (d)에 엘치하여 시가직젤함플 엽증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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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ach request for a hearing must be served, by delivering it personally or by 

mail to 

(1) The applicant (unless the requestor is the applicant); and 

(2) The NRC staff, by delivery to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ne 

White Flint North, 11555 Rockville Pike, Rockville, MD 20852, or by mail 

addressed to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5. 

(f) 각 공청회 개최 요청은 직접적으로 혹은 우편으로 다음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 허가신청자 (만일 요청자가 허가신청자가 아닐 경우) 

(2) NRC 담당자， NRC 운영총국장. 

(g) Within ten (10) days of service of a request for a hearing filed under 

paragraph (c) of this section, the applicant may file an answer. The NRC staff, 

if it chooses or is ordered to participate as a party in accordance with ~ 2.1213, 

may file an answer to a request for a hearing within ten (10) days of thc 

designa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g) 본 절 단락 (c)에 따라 제출된 공청회 개최 요청의 송달 10일 이내로， 허가신청 

자는 답변을 제출할 수 있디-. NRC 담딩지-는， 만인 ~ 2.1 213에 따라 당사자보서 참 

여하기를 택하거나 혹은 ::'l 렇게 명령을 받을 경우， 공정회 주재자의 임명 10엘 이 

내로 공청회 개최 요청에 대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디 

(h) 1n ruling on a request for a hearing filed under paragraph (d) of this 

section , the presiding officer shall determine that the specified areas of concern 

are germane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cecding and that the petition is 

timely. The presiding officer also shall determine that the requestor meets the 

judicial standards for standing and shall consider, among other factors • 

(1) The nature of the requestor ’s right under the Act to be made a party to the 

proceeding; 

(2)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equestor ’ s property, financial , or other interest 

in the proceeding; and 

(3) The possible effect of any order that may be entered in the proceeding upon 

the requestor ’ s interest. 

(h) 본 절 단락 (d)에 따라 제출된 공청회 개최 요칭에 대해， 공정회 주재자는 명시 
한 관섬 분야가 그 처분의 주요 문제에 빔-접한 관띤이 였단지， 그 선칭이 시가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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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둥을 결정해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또한 요청자가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지 

를 결정해야 하고 기타 인자들 중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AEA에 따라 그 처분에서 당사자가 될 요청자의 권리의 성질 

(2) 그 처분에서의 요청자의 재산， 재정， 기타 이해관계의 성질 및 범위 
(3) 그 처분에서의 어떤 명령이 요청자의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i) If a hearing request filed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is granted, the 

applicant and the NRC staff sha11 be parties to the proceeding. If a hearing 

request filed under paragraph (C) or (d) of this section is granted, the requestor 

shall be a party to the proceeding along with the applicant and the NRC staff, if 

the NRC staff chooses or is ordered to participate as a party in accordance with 

~ 2.1213. 

(i) 만일 본 절 단락 (d)에 따라 제출된 공청회 개최 요청이 승인되면， 허가신청자와 

NRC 담당자는 그 처분에서 당사자가 된다. 만일 본 절 단락 (C) 혹은 (d)에 따라 

제출된 공청회 개최 요청이 승인되면， NRC 담당자가 ~ 2.1213에 따라 당사자로서 

참여하기를 선택하거나 혹은 그렇게 명령을 받을 경우， 요청자는 그 처분에 허가선 

청자 및 NRC 담당자와 함께 당사자가 된다. 

(j) If a request for hearing is granted and a notice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d) (l) previously has not been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hearing must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stating • -

( 1) The time, place, and nature of the hearing; 

(2) The authority under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3) The matters of fact and law to be considered; 

(4) The tirne within which any other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may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as specified in paragraph (j) 

of this section; and 

(5) The time within which a request to participate under ~ 2.121Hb) must be 

filed. 

(j) 만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승인되고 이전에 단락 (d)( 1)에 기술된 종류의 통고가 

연방관보에 공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을 진술하는 공청회 개최 통고가 연방관보 

에 공포되어야 한다. 

(1) 공청회의 시간， 장소， 성칠 

(2) 공칭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 당국 

(;)) 고려해야 할 현설적이고 법적인 사안 

(4) 본 젤 단락 (j)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처분에 의해서 자선의 이해관계가 영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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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어떤 개인이 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5) ~ 2.121 1(b)에 따라 개입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k) Any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must be filed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hearing. The petition must set forth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paragraph (e) of this section. 

(1)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must be served upon the applicant. The 

petition also must be served upon the NRC staff 

(i) By delivery to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One White Flint North, 

11555 Rockville Pike, Rockville, MD 20852; or 

(ii) By mail addressed to the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U.S. Nuclear 

Regulatorγ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5. 
(2) Within ten (10) days of service of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the 

applicant and the NRC staff, if the staff chooses or is ordered to participate as 

a party in accordance with ~ 2.1213. may file an answer. 

(3) Thereafter, the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must be ruled upon by the 

presiding ùfficer, taking into account the matters set forth in paragraph (h) of 

this section. 
(4) If the petition is granted, the petitioner becomes a party to the proceeding. 

(k) 개입 신청을 할 경우 공청회 개최 통고 공포엘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 

디 그 선칭에서는 본 절 단락 (e)에서 요구된 자료륜 만족해야 한다. 

(1) 개입 선정은 허가선청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 선청은 또한 NRC 담당지- 및 

운영총국장에게도 송달되어야 한다. 

(2) 개입 신청 송달 10일 이내로， 허가신청자 및 NRC 담당자는， 만일 담당자가 § 

2.1213에 따라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렇게 명령받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그 이후， 개입 신청은， 본 절 단락 (h)에 설정된 사안을 고려하여 공청회 주재자 

가 관장해야 한다. 

(4) 만일 그 신청이 승인되면， 그 허가신청자는 그 처분에서 당사자가 된다. 

(1)(1) A request for a hearing or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found by the 

presiding officer to be untimely under paragraph (d) or (k) of this section will 

be entertained only upon determination by the Commission or the presiding 

officer that the requestor or petitioner has established that --

(i) The delay in filing the request for a hearing or the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was excusable; and 
(ii) The grant of the request for a hearing or the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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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not result in undue prejudice or undue injury to any other participant in the 

proceeding, induding the applicant and the NRC staff, if the staff chooses or is 

ordered to participate as a party in accordance with ~ 2.1213. 

(2) If the request for a hearing on the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is found to 

be untimely and the requestor or petitioner fails to establish that it otherwise 

should be entertained on the paragraph (1)(1) of this section, the request or 

petition will be treated as a petition under ~ 2.206 and referred for appropriate 

disposition 

(1)(1) 공청회 주재자에 의해 본 절 단락 (d) 혹은 (k)에 따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참여선청은 NRC 혹은 공청회 주재자가 그 

요청 혹은 신청이 다음을 입증하였다고 결정하게 되면 받아들여칠 수 있다. 

(i)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 제출의 시간 지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있음 

(ii)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을 승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처분에 참여한 

어떤 관련자에게 부당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2) 만일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이 시기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요청자 혹은 허가신청자가 본 절 단락 (1)(1 )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수락되어야 한 

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요청 혹은 신청은 ~ 2.206에 따른 신청으로 취급 

되고 상응하는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m) The filing or granting of a request for a hearing or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neecl not delay NRC staff action regarcling an application f()r é\ 

licensing action covered by this subpart. 

(m)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의 제출 혹은 승인으로 인하여， 본 부절에 해 
딩하는 인허가 조치의 신청에 관한 NRC 담당자의 조치가 지연될 펼요는 없다. 

(n) An orcler granting a request for a hearing or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may condition or lirnit participation in the interest of avoiding 

repetitive factual presentations ancl argument. 

(n)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을 승인하는 명령에서는 반복되는 사섣의 제 

시 및 논쟁 등을 피하기 위해서 개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0) If the presiding officer clenies a request for a hearing or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in its entirety, the action is appealable within ten (10) days of 

service of the orcler on the question whether the request for a hearing or the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should have been granted in whole or in part. I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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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a hearing or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is granted, parties 

other than the requestor or petitioner may appeal that action within ten (10) 

days of service of the order on the question whether the request for a hearing 

or the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should have been denied in its entirety. An 

appeal may be taken by filing and serving upon a11 parties a statement that 

succinctly sets out, with supporting argument, the errors a11eged. The appeal 

may be supported or opposed by any party by filing a counter-statement within 

fifteen (15) days of the service of the appeal brief. 

(0) 만일 공청회 주재자가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을 완전히 거부할 경우， 

그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승인되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그 조치사항은 명령 송달 10일 이내에 상고가 가능하다. 

만일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이 승인될 경우， 그 요청자 혹은 허가신청자 

이외의 당사자들은 그 공청회 개최 요청 혹은 개입 신청이 완전히 거부되었어야 하 

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떤 명령 송달 10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잘못된 주장들 

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그 논리와 함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제출 혹은 송달 

하는 것으로 상고를 취할 수 있다. 그 상고는 어떤 당사자가 상고 송달 15일 이내 

로 그에 대한 반박 진술서를 제출하면 지지 혹은 반대할 수도 있다. 

2.1207 Designation of presiding officer. 

2.1207 공청회 주재자의 임명 

(a)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Commission or as provid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within ten (10) days of recelvmg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 a request for a hearing rela디ng to a licensing proceeding covered by 

this subpart,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shall issue an order designating a single member of the panel to rule on the 

request for a hearing and, if necessary, to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to 

conduct the hearing. 

(a) NRC에서 다르게 명령하거나 혹은 본 절 단락 (b)에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관 사무국으로부터 본 부절에 해당하는 인허가시 처분에 관련한 공청회 개최 

요청을 받는 10일 이내로， ASLB 패널의 의장은 패널 구성원 중 한 명을 공청회 개 

최 요청을 관장하도록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공청회를 수행할 공청회 주재자로 

서 봉사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급한다. 

(b) For any request for hearing relating to an application under 10 CFR part 70 

to receive and store unirradiated fuel at the site of a production or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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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that also is the subject of a proceeding under subpart G of this part for 

the issuance of an operating license, within ten (10) days of receiving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 a request for a hearing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shall issue an order designating a Licensing 

Board conducting the operating license proceeding to rule on the request for a 

hearing and, if necessary , to conduc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this 

subpart. 

(b) lOCFR70에 따라 방사능에 조사되지 않은 핵연료를 생산 및 이용시설 부지에 

수납， 저장하기 위한 신청에 관련된 공청회 개최 요청(이는 또한 운전면허 발급 절 

차의 한 주제이기도 하다)에 대해， 행정관 사무국으로부터 공청회 개최 요청을 받은 

10일 이내로 ASLB 패널 의장은 운전면허 인허가 과정을 담당할 ASLB 를 임명하 

는 명령을 발급하여 공청회 개최 요청을 관장하고 팔요시 본 부절에 따라 공청회 

를 수행하도콕 한다. 

2.1209 Power of presidin당 officer. 

2.1209 공청회 주재자의 권한 

A presiding officer has the duty to conduct a fair and impartial hearing 

according to law,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avoid delay. and to maintain 

order. The presiding officer has all powers necessan' to those ends. including 

the power to --

공칭회 주재지-는 법에 따라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회를 수행하고， 시간 지 

연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공청회 주재지-는 다음과 같은 권한들을 포함하여， 그i' j 한 목표에 필요한 모는 권한 

..9_ 7 1-즈二 rl 
2 ^ 1 一 )’ 

(a) Hegulate the course of the hearing and the conduct of the participants; 

(b) Dispose of procedural requests or similar matters; 

(C) Hold conferences before or during the hearing for settlement, simplification 

of the issues , or any other proper purpose; 

(d) Certify questions to the Commission for determination. either in the presiding 

officer ’ s discretion or on direction of the Commission; 
(e) Reopen a closed record for the reception of further information at any time 

prior to initial decision in accordance with ~ 2.734; 

(f) Administer oaths and affirmations; 

(다) Issue initi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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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ssue subpoenas requiring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witnesses at the 

hearing 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for the hearing; 

(i) Receive written or oral evidence and take official 

accordance with 92.7430); 

(j) Appoint special assistants from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in accordance with 92.722; 

(k) Recommend to the Commission that procedures other than those authorized 

under this subpart be used in a particular proceeding; and 

(I) Take any other action consistent with the Act and this chapter. 

m fact any of notIce 

동안에 회의를 그 호으 
•-, '-• 

교부， 

기룩 

문서 위한 당청회를 호으 
-τ 1•-

증거꽉 ←L~^I-ol ,--r'ö ""'1 ~~二조L 
--, '-서떤상의 

사용하도꽉 처분에서 득정한 

(a) 공청회 진행 처분 및 참가자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b) 절차상 발생하는 요청 혹은 유사한 사안을 처리한다 

(c) 문제 해결 및 간소화 혹은 다른 목적으로， 공청회 이전 

개최한다 

(d) 공청회 주재자의 

결정하도록 한다 

(e) 1차 결정이 내려지기 

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f) 서약 및 확약 사항들을 관리한다 

(g) 예비결정들을 발급한다 

(h) 공청회에 출석하여 참고인 증언을 

작성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급한다 

(i) 규정에 따라 어떤 사실의 공식적인 

수취한다 

(j) ASLB 패 널로부터 

(Jz) 본 부절에 따라 

NRC에 권고한다 

(I) AEA 및 10 CFR2에 

사항틀음 

비공개 위해 

;:;<.1 묘 
E즈 "--

얻기 

의해， NRC에 

추가의 자료를 

NRC의 지시에 

띠l 나， 이전에 어느 

호으 --, '--재량 

요구하거나 하도록 

임명한다 

다른 절차들플 

하고 고
 

통
 

특별 보좌관들을 

승인된 것과는 

취한다. 기타 조치를 

2.1211 Participation by a person not a party. 

2.1211 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참여 

부합되는 

make a not a party 

the issues. 

to who is penrut a person 

his 

may officer presiding (a) The 

limited Limited 

appearances may be in writing or oral, at the discre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and are governed by rules adopted by the presiding officer. A limited appearance 

statement is not to be considered part of the decisional record under 92.1 25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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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청회 주재자는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 

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제한 출석은 공청회 주재 

자의 재량으로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가능하며， 공청회 주재자가 채택한 규칙에 의 

해 결정된다. 제한 출석 진술은 ~ 2.1251(C)에 따른 결정상의 기록의 일부분으로 고 

려되지 않는다. 

(b) Within 30 days of an order granting a request for a hearing made under ~ 

2.1205 (b) - (d) or, in instances when it is published, within 30 days of notice 

of hearing issued under ~ 2.1205(j) , the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ed State, 

county , municipality , or an agency thereof, may request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proceeding under this subpart. The request for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must state with reasonable specificity the requestor ’s areas of 

concern about the licensing activity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ceeding. 

Upon receipt of a request that is filed in accordance with these time limits and 

that specifies the requestor ’ s areas of concern, the presiding officer shall afford 

the representativ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written and oral 

presentations in accordance with ~ ~ 2.1233 and 2.1235, without requmng the 

representative to take a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s. Participants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ice an appeal of an initial decision in accordance with ~ 

2.1253 with respect to any issue on which they participate. 

(b) ~ 2.1205 (b) ~- (d)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이 내려진 30임 

이내로， 혹은 그것이 공포되는 경우 ~ 2.1205(j)에 따라 공청회 개최 몽고가 발급된 

:-30일 이내로， 영향받는 주， 군， 지자체 및 그 기관의 대표자는 본 부절에 따라 그 

처분에 참여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에서는 그 처분의 주요 문제가 되는 

인허가 활동에 관한 요청자의 관심 분야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해야 한다. 요 

정자가 상술한 관심 분야와 시간 제한에 맞추어 제출된 요청을 수납하는 즉시， 공 

침회 주재자는 ~ 2.1233 및 ~ 2.1235에 따라， 그 대표자뜰에게， 그 사안에 대한 입장 

판 취하도콕 요구하지 않고， 서면 및 구두상으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젤의 조항뜰에 따라 참여자플은 그뜰이 참여한 어떤 문제에 대해 ~ 2.1253에 따라 

예비결정의 상고를 통고할 수 있다. 

2.1213 Role of the NRC staff. 

2.1213 NRC 담당자의 역할 

If a hearing request is filed under ~ 2.1205(b) , the NRC staff shall be a party to 

the proceeding. If a hearing request is filed under ~ 2.1205 CC) or (d) , within 10 

davs of the designation of a presiding officer pursuant to ~ 2.1207, the 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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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sha11 notify the presiding officer whether or not the staff desires to 

participate as a party to the adjudication. 1n addition, upon a determination by 

the presiding officer that the resolution of any issue in the proceeding would be 

aided materia11y by the staff ’ s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 as a party, the 

presiding officer may order or permit the NRC staff to participate as a party 

with respect to that particular issue. 

만일 ~ 2.1 205(b)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제출되면， NRC 담당자는 그 처분에서 

당사자가 된다. 만일 공청회 개최 요청이 ~ 2.1205 (c) 혹은 (d)에 따라 제출되면， 

~ 2.1207에 준한 공청회 주재자의 임명 10일 이내로， NRC 담당자는 자신이 그 처분 

에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공청회 주재자에게 통고한다. 부가하여， 

공청회 주재자가 판단하기에 그 처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담당자가 당 

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면 그 즉시 공청회 주재자는 

NRC 담당자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명령 혹은 허가할 수 있 

다. 

Hearings 

공청화 

2.1231 Hearing file; prohibition on discovery. 

2.1231 공청회 서류; 

(a)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presiding officer ’ s entry of an order 당rantin당 

a request for a hearing , the NRC staff sha11 file in the docket, present to the 

presiding officer, and make available to the applicant and any other party to the 

proceeding a hearing file. Thereafter, within ten (10) days of the date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or a request to participate under ~ 2.121Hb) is granted, 

the NRC staff sha11 make the hearing file available to the petitioner or the ~ 

2.121ICb) participant. 

(a) 공청회 주재자가 공청회 개최 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을 등록한 30일 이내로， 

NRC 담당자는 공청회 서류를 문서변호 부여 명부에 보관하고， 그것을 공청회 주재 

자에게 제출하며， 허가신청자 및 그 처분에 참여한 기타 당사자에게 활용가능 하도 

룩 한다. 그 후， ~ 2.121Hb)에 따라 개입 신청 혹은 참여 요청이 승인된 납로부터 

10일 이내로， NRC 담당자는 공청회 서류를 허가신청자 혹은 ~ 2.121ICb)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The hearing file musl be made available to the applicant and an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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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or g 2.1211 (b) participant to the proceeding either by -

(i) Service in accordance with g 2.l203(e); or 

(ii) Placing the file in an established local public document room in the vicinity 

of the principal location where nuclear material that is the subject of a 

proceeding under this subpart will be possessed, and informing the applicant, 

party, or g 2.121Hb) participant in writing of its action and the location of the 

file. If an established local public document room does not exist, the NRC staff 

will arrange for the documents contained in the hearing file , along with any 

other material docketed in accordance with g 2.1203,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during the course of the adjudication in a library 

or other facility that is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and is in the vicinity of the principal location where the nuclear material 

that is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 will be possessed: 

(1) 공청회 서류는 허가신청자 및 기타 당사자 혹은 g 2.121Hb) 참여자에게 다음과 

감이 활용가능 하도록 한다. 

(i) g 2.1203(e)에 따라 송달한다. 
(ii) 본 부절에 해당하는 처분에서 주제가 되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될 주요 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지정된 지방 문서열람실에 그 서류를 보관하고， 허가신청자， 당사지

혹은 g 2.121Hb) 참여자들에게 그 조치사항 및 서류의 위치를 서면으로 알린다. 민

일， 지정된 지방 문서열람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NRC 담당자는 그 처분에서 주제가 

되는 핵물절을 보유하게 펠 주요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정규 사업 시간 

동안 열반 대중들에게 개방되는 도서관 혹은 기타 시설에 공청회 서류에 포함된 문 

서들괴. g 2.1203에 따라 문서변호가 부여된 기타 문서틀을 함께 그 처분 동안 엘반 
대중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2) The hearing file also must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at the NRC Public Document Room in 

Washington, D.C.. 

(2) 그 공청회 서류는 또한 정규 사업 시간 동안 워싱톤의 NRC 문서열람실에 보관 

되어 일반 대중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b) The hearing file will consist of the application and any amendment thereto, 

any NR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or assessment relating to the 

application, and any NRC report and any correspondence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NRC that is relevant to the application. Hearing file documents already 
in an established local public document room or the NRC Publ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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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when the hearing request is granted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hearing 

fi1e at those 10cations by a reference indicating where at those 10cations the 

documents can be found. The presiding officer shall ru1e upon any issue 

regarding the appropriate materia1s for the hearing fi1e. 

(b) 그 공청회 서류는 신청서 및 그 개정， 그 신청서에 관련된 NRC 환경영향진술 

서 혹은 평가서， NRC 보고서 및 그 신청서에 관련된 허가신청자와 NRC 간의 서선 

등으로 구성된다. 공청회 개최 요청이 승인될 당시 이미 지정된 지방 문서열람설 

혹은 NRC 문서열람실에 보관된 공청회 서류 문서들은 그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 공청회 서류와 통합시켜 보관할 수 있 

다. 

(C) The NRC staff has a continuing duty to keep the hearing fi1e up to date 

with respect to the materia1s set forth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and to 

provide those materia1s for the docket, the presiding officer, and the app1icant or 

any party or ~ 2.121Hb) participa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way the 

hearing fi1e was made avai1ab1e initially under paragraph (a) 

(c) NRC 담당자는 본 절 단락(b)에서 정한 자료에 대해서 공청회 서류를 항시 최 

선의 것으로 갱신， 유지할 지속적인 의무를 지니며， 또한 공청회 서류를 단락(a)에 

따라 활용가능 하도록 그 자료들을 문서번호 부여， 공청회 주재지 허가선청지 덩

사자， ~ 2.121Hb) 참여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지속작언 의무가 있다. 

2.1233 Written presentations; written questions. 

2.1233 서면 진술， 서면 질의 

(a) After publication of a notice of hearing in accordance with ~ 2.1205(i) and 

after the NRC staff has made the hearing fi1e avai1ab1e in accordance with ~ 

2.1231 , the parties and ~ 2.121Hb) participants sha11 be afforded the opportunity 

to subrnit, under oath or affinnation, written presentations of their arguments 

and documentary data, infonnationa1 materia1, and other supporting written 

evidence at the time or times and in the sequence the presiding officer 

estab1ishes by appropriate order. The presiding officer a1so may, on his or her 

initiative, submit written questions to the parties to be answered in writing , 

under oath or affinnation, and supported by appropriate documentary data, 
infonnationa1 materia1, or other written evidence. 

(a) ~ 2.1205W에 따라 공청회 개최 통고가 공포되고 NRC 담당자가 ~ 2.123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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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청회 서류를 활용가능 하도록 한 이후， 당사자들과 ~ 2.121l(b) 참여자들은 자 

신의 주장 및 문헌 자료， 정보 문서， 기타 서면상의 증거 등을 그 시기에 혹은 공청 

회 주재자가 명령한 순서에 따라서 서면으로 진술，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공청 

회 주재자근 그 자신의 발의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출하여 서면 

으로 답변을 받고 적절한 문헌 자료， 정보 문서， 기타 서면상의 증거 등으로 확인하 

도록 할 수 있다. 

(b) In a heming initiated under ~ 2.l205(b), the initial written presentation of the 

applicant that is issued a notice of proposed denial or a notice of denial must 

describe in detail any deficiency or omission in the agency ’ s denial or proposed 

denial of its application and what relief is sought with respect to each deficiency 

or omlsslon. 

Cb) ~ 2.1205(b)에 따라 시작되는 공청회에서 제안 거부 통고 혹은 거부 통고를 받 

은 허가신청자의 일차 서면 진술에서는 해당 기관이 거부한 신청서에서 부족했더 

부분 혹은 누락되었던 것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기 

술한다. 

(c) In a hearing initiated under ~ 2.l205Cd) , the initial written presentation of a 

party that requested a hearing or petitioned for leave to intervene must describe 

in detail any deficiency or omission in the license application , with references to 

any particular section or portion of the application considered deficient, give a 

detailed statement of reasons why any particular sections or portion is deficient 

or why an omission is material, and describe in detail what relief is sought with 

respect to each deficiency or omission. 

(c) ~ 2.1205(d)에 따라 시작되는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요청하였거나 개입 신청을 

한 당사자의 일차 서면 진술에서는 그 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불충분한 부 

분에 대해 그 부족 부분 혹은 누락된 것을 상세히 언급하고， 특정 부분이 불충분한 

이유 혹은 누락 부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하고 그러한 결점을 보 

완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2.1235 Oral presentations; oral Questions. 

2.1235 구두 진술， 구두 질의 

(a) Upon a determin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adeQuate record for 

decision, in his or her discretion the presiding officer may allow or reQuire oral 

presentations by any party or ~ 2.121Hb) participant, induding testimon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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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es. Oral presentations are subject to any appropriate time limits the 

presiding officer imposes.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the examination of 

any witness rests with the presiding officer who may allow a party or ~ 

2.1211(b) participant to propose questions for the presiding officer to pose to a 

wltness. 

(a) 공청회 주재자가 판단하기에 결정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게 되면， 어떤 당사자나 ~ 2.121l(b) 참여자들에게 참고인 증언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구두상으로 진술(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었다. 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책임은 공청회 주재자에게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참고인에 

게 요구할 질의를 어떤 당사자나 92.121 1(b) 참여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b) Oral presentations and responses to oral questioning to be relied upon as 

oral evidence must be given under oath or affirmation. All oral presentations or 

oral questioning must be stenographically reported and, except as requested 

pursuant to section 181 of the Act, must be public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Commission. 

(b) 질의에 대한 구두 진술 및 답변은 서약 혹은 확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 

든 구두 진술 및 질의는 속기로 기록되어야 하며， NRC에서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다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Initial Decision, Cornmission Review, and Final Decision 

예버결정， NRC 검토， 최종 결정 

2.1251 InitiaI decision and its effect. 

2.1251 예비결정 및 그 효력 

(a) Unless the Commission directs that the record be certified to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of this section, the presiding officer shall render 

an initial decision after completion of an informal hearing under this subpart. 

That initial decision constitutes the final action of the Commissio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unless any party petitions for Commission 

review in accordance with ~ 2.786 or the Commission takes review of the 
decision sua sponte. 

(a) 만일 NRC에서 기록을 본 절 단락 (b)에 따라 인증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공 

청회 주재자는 본 부절에 따른 비공식 공청회 완료 이후에 예비결정을 내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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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정은， 만일 어떤 당사자가 NRC 겸토를 신청하거나 혹은 NRC에서 처음부터 

그 결정에 대한 검토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그 발급일 30일 이후 NRC의 최종 조 

치사항의 일부가 된다. 

(b) The Commission may direct that the presiding officer certify the record to it 

without an initial decision and may omit an initial decision and prepare a final 

decision upon a finding that due and timely execution of its functions so 

reqUlres. 

(b) NRC는 공청회 주재자에게 예비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기록을 인증하도록 지시 

할 수 있으며， 예비결정을 생략하고 최종 결정을 작성할 수 있다. 

(c) An initial decision must be in writing and must be based only upon 

information in the record or facts officia11y noticed. The record must include a11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proceeding with respect to which a11 parties have 

been given reasonable prior notice and an opportunity to comment. The initial 

decision must include --

(c) 예비결정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풍고된 기록 혹은 사설에 끈거 

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그 기록에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고 및 논평의 기회가 

주어지는 처분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1253 Petitions for review of initial decisions. 

2.1253 예 u] 갤정에 대한 검토 청원 

Parties and S 2.121Hb) participants may petition for review of 3n initial decision 

under this subpar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S S 2.7R6 and 

2.763 or the Commission may review the decision on its own motion. 

Commission review wi11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ose procedure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The filing of a petition for review is mandatory 

for 3 party to exhaust its administrative remedies before seeking judicial review. 

당사자 및 S 2.121l(b) 참야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부절의 예비결정에 ‘대한 겪 

모릅 청원할 수 있으며 또한 NRC는 독자적으로 그 결정을 검토할 수 있디디

NRC 검토는 지-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1263 Stays of NRC staff licensing actions or of dccisions of a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pending he3ring 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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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 유예 신청 

Applications for a stay of any decision or action of the Commission, a presiding 

officer, or any action by the NRC staff in issuing a license in accordance with 

~ 2.1205(m) are govemed by ~ 2.788, except that any request for a stay of staff 

licensing action pending completion of an adjudication under this subpart must 

be filed at the time a request for a hearing or petition to intervene is filed or 

within 10 days of the staff’ s action, whichever is later. A request for a stay of 

a staff licensing action must be filed with the adjudicatory decision maker 

before which the licensing proceeding is pending. 

NRC, 공청회 주재자의 어떤 결정， 조치사항 및 ~ 2.1205(m)에 따른 인허가 발급 시 

NRC 담당자의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의 경우， 본 부절에 따른 처분 완료 이전의 인허가 조치사항에 대한 유예 신청은 

공청회 개최 요청 및 개입 신청이 제출되는 시기 혹은 담당자의 조치사항 10일 이 

내의 시간 중 시간적으로 나중의 시기에 제출되어야 한다. 담당자의 인허가 조치사 

항에 대한 유예 요청은 그 인허가 처분이 계류되기 이전에 처분 의사 결정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ppendix A to Part 2 -- Statement of General Policy and Procedure: 

Conduct of Proceedings for the Issuance of Construction Permits and 

Operating License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for Which a 

Hearing is Required Under Section 189a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열반적인 정책과 절차 진술서: 개정된 원자력조례 189a절에 의거하여 청문회가 

요구되어지는 원자력 생산과 이용시설의 건절허가 및 운전허가의 발부에 대한 

판결행위 수행 

The following statement of general policy and procedure explains in detail the 

procedures which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expects to be followed by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s in the conduct of proceedings relating to the 

issuance of construction permits for nuclear power and test reactors and other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ies for which a hearing is mandatory under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the AcU and the of 1974. 

이하의 일반적인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진술들은， NRC가， 개정된 1954년의 원자력 조 

례 189a절과 1974년의 에너지재조직조례에 의거하여， 칭문회가 펠수적인 발전용-윈 

자로 및 연구로와 다른 생산 및 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의 발급에 연관된 판결행 

위의 집행에서， ASLB에 의해서 지켜지기를 원하는 ;섣차뜰윤 자세허 설멍하고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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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e provisions are also applicable to proceedings for the issuance of operating 

licenses for such facilities, except as the context would otherwise indicate, or 

except as indicated in section VII. Section VII sets out the procedures 

specifically applicable to operating license proceedings. The Statement reflects 

the Commission's intent that such proceedings be conducted expeditiously and 

its concem that its procedures maintain sufficient flexibility to accommodate that 

objective. This position is founded upon the recognition that faimess to all the 

parties in such cases and the oblig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nduct 

their functions with efficiency and economy, require that Commission 

adjudications be conducted without unnecessary delays. 

이 조항들은 또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운전허가의 발부에 대한 판결행위에도 적 

용된다. 다만 문맥이 다르게 지시하는 것 또는 section VII에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Section VII는 특별히， 운전허가 판결행위에 적용되는 절차를 제시한다. 이 진술플 

은 그런 판결들이 신속히 행해지기를 바라는 NRC의 의도와， 판결의 절차들이 그런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NRC의 관심을 반영한다. 

이런 입장은， 판결행위들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틀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는 것과， 지

선뜰의 기능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 행정기관플의 의무가， NRC로 

하여금 NRC의 사법적인 판갤이 불펼요한 지체없이 행해지기를 요구한다는 인식 위 

에서 세워진 것이다. 

These factors take on added importance in nuc\ear power reactor licensing 

proceedings where the growing né1 tional need f()r electric power and the 

companion need for protecLing the quality of thc cnvironment call for decision 

making which is both sound and timely. The Commission expects that its 

responsibilities under Lhe Atomic Energy Acl of 19없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and other applicable statutes. as set out in the 

statement which follows , will be carried ou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position in the overall public interes l. 

국가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환경의 질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가， 받전용윈 

자로 인허가 판결행위에서 건전하고 사기 적절한 의사갤정음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NRC는 이하에 나오는 진술뜰에서 제시된 것고1-

같은 1954넌의 원자력조례와 1969년의 NEPA 및 다른 적용 가능한 볍률들이 규정 

한 바에 띠라 전체 대중의 이익에서 위와 같은 입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도 

꽉 한다 

Alomic safcty and liccnsing boarc1 s arc a \JpoinLec1 from limc to time by thc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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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r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to 

conduct hearings in licensing cases under the authority of section 191 of the 

Act. Section 191 authorizes the Commission to establish one or mor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s to conduct public hearings and to make intermediate 

or final decisions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relating to granting, suspending, 

revoking or amend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mission. 

ASLB 위원들은， 원자력조례 191절에 따라， 때때로 NRC나 ASLB 패널의 의장에 

의해서 인허가 사안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주재하도록 임명되어진다. 191절은 NRC 

로 하여금 한 명이나 그 이상의 ASLB 위원들을 세워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NRC 

에 의해서 발급된 허가의 승인이나 중지， 취소 또는 개정과 연관된 행정심판에서의 

중간 결정이나， 최종 결정을 하도록 승인하고 있다. 

It requires that each board consist of one member who is qualified in the 

condu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two members who have such 

technical or other qualifications a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to the 

issues to be decided. Members of each board may be appointed by the 

Commission or by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from a panel selected from private life, the staff of the Commission or 

other Federal agencies. 

191 절은， 각 보드가 행정심판 행위에 자격이 있는 한 명괴， 켈정되어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 NRC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기술적으로 또단 디-콘 땅식으쿄 자격이 있는 

두 땅으로 구성되기를 요구한다. 각 보드 회원들은핀-은， 개인 또는 NHC나 디-판 띤 

1상 기관들의 임원으로부터 선랙되어진 패년로부터， NRC나 ASLB 패년 의장에 의 

해서 임명되어젤 수 있다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may at its discretion appoint special 

assistants to the Board from the membership of the Atomic Safet~T and 

Licensing Board Panel established by the Commissio l1. These special assistants 

are to be employed to facilitate the hearing process and Ìmprove the C] uality of 

the record produced for review. 

ASLB는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NRC에 의해서 확힘된 ASLB 패년 회원블로부터 

보드의 득별보좌관뜰을 임멍할 수 있다. 이 특별보좌관판은， 청분회 과정플 촉진시 

키기 위해서나， 검토를 위해서 작성된 기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진다-

The special assistants may serve as technical interrogators in their individual 

fields of expertise, alternate Atomic Safety and Liccnsing Board members to sit 

with the Board and participate in the evidentiary scssions on thc issuc for 

which thc alternatc mcmbcrs wcrc dcsignated , Speciétl Mastcrs to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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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tiary presentations by the parties on specific technical matters upon the 

consent of a11 parties, or infonnal consultants to brief the board prior to the 

hearing on the general technical background of subjects involving complex 

lssues. 

이 특별보좌관들은， 자기들 개인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적인 문제의 섬문자로서 보 

드와 함께 하여， 특별보좌관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증거가 요구되는 회기에 출섣 

하는 대리 ASLB 회원들로， 이해 당사자 모두의 동의하에서 특별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증거가 요구되는 발표를 듣기 위한 특별 

한 전문가로서， 또는 보드에게 청문회 이전에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는 주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적 배경을 설명할 비공식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The tenn "altemate board member" as a "special assistant" within the meaning 

of 10 CFR 2.722(a)(3)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use of the tenn 

"altemate" in 10 CFR 2.72Hb). 1n the latter situation the "altemate" is a 

substitute for a member of a Board who becomes unavailable. As a special 

assistant, the "altemate" sits with the three-member Board and not instead of 

thc Board or any of its members. 

lOCFR 2.722(a)(3)의 의미 내에서， 특별보좌관으로서의 대리보드회원이란 용어는， 

lOCFR 2.72Hb)에 있는 대리라는 용어의 사용과 혼동되면 인- 된다. 후자의 상황에 

서는 ’대리 (altemate) ’란 자격이 박탈된 보드 회원에 대한 대체에서의 의미이다. 특 

별보좌관으로서의 ’대리’는， 보드나 그 회원들을 대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보드와 힘께 참석한다. 

1. Preliminarv Matters 

1. 예비적인 분저l 뜰 

(a) A public hearing is announced by the issuance of a notice of hearing ‘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application has 

been docketed, signed by the Secretary of the Commission stating the nature of 

the hearing an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The time and place of the first 

prehearing conference pursuant to ~ 2.751a wiU ordinarily be stated in the notice 

of hearing. 

(a) 선청서가， 공청회의 본칠과 고찰되어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진술하는 NRC의 

행정관에 의해서 서명되어지고 등재되어진 후 섣행가능하게 되자마자， 청문회는 청 

문회 봉지 밤부에 의해서 발표되어지고 연방 관보에 공포된다. ~ 2.751a에 의거한， 

최초의 예비청문회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보동 청문호l 동지에서 진술된다. 

Unless the initial noticc of hcaring states thc limc and place of the hearing. é\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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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rman and other members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that will conduct the hearing , those matters will be the subject of further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after publication of the initial notice of hearing. It is the 

Commission' s policy and practice to begin the evidentiary hearing in the vicinity 

of the site of the proposed facility. 

만약 최초의 청문회 통지가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청문회를 주재 

할 의장과 다른 ASLB 회원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들은 일차 청문회 통 

지의 공포 이후 연방 관보의 이후 통지에서 다룬다. 증거를 제시하는 청문회를 문 

제가 제기된 시설의 인근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은 NRC의 정책이자 관례이다. 

The notice of hearing also states the procedures whereby persons may seek to 

intervene or make a limited appearance and explains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forms of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 and states the times and places 

of the availability, in an appropriate office near the site of the proposed facility , 

of the notice of hearing, an updated copy of the application, the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Reactor Safeguards CACRS) , the staff safety evaluation , 

the applicant ’ s environmental report, the Commission'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the proposed construction permit or operating license and the 

transcripts of the prehearing conference and the hearing. 

칭문회 동지는 또한， 사람뜰이 소송음 통해서 개엽하고 제한된 출석플 할 수 이]二 ML一

션차관흘 진숨하고， 판결행위에서의 참여 l상볍둘 사이의 차이점판을 설명하고， 해당 

시설 인끈의 작당한 사무설에서 공청회 통지와 신청서의 최근 사본， ACRS의 보고 

서와 요원의 안전성평가보고서， 허가선청지-의 환경보고서와 NRC의 환경영향진숲서， 

그러고 해딩- 건설허가와 운전허가 및 예비청문회와 침문회의 판기록 등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In fixing the time and place of any conference, inc1uding prehearing 

confercnccs, or of any adjourned scssion of the evidentiary hearing, due regarcl 

shall be hacl for the convenience and necessity of the parties , petitioners for 

leave to intervene, or the representatives of such persons , as well as ()f the 

Board members, the nature of such conference or adjournecl session, and the 

public interes t. Acljourned sessions of hearings may be held in the Washington , 

DC area if all parties so stipulate. If the parties disagree, and any party 

considers that there are valid reasons for holding such session in the 

Washington , DC area , the matter should be referred to the Commission for 

resolution. 

(b) 예비칭문회 회의나 또뉴 증거플 저l 시하는 청문회의 어떠한 연기펀 회의판- 포힌

한 어띠한 회의에서도， ~l 시간과 장소꽉 정펀. uH , 이헤 딩사지란과 소송윤 상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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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허가를 요청하는 원고나 그 대리인 및 보드 회원들의 편리나 필요와 그런 회 

의나 연기된 회기의 본질과 공익을 위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청문회의 연 

기된 회기들은， 만약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Washington DC지 

역에서 개최될 수 있다. 만약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어떤 당사자가 그런 

회기를 Washington DC에서 개최하는데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RC에 상정되어져야 한다. 

(c)(U The Commission or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may, consider 

on their own initiative, or a party may request the Commission or the board to 

consider, a particular issue or issues separately from, and prior to, other issues 

relating to the effect of the construction anψor operation of the facility upon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or in regard to antitrust considerations. 

Cc)(U NRC또는 ASLB는 스스로의 주도하에， 또는 이해 당사자가， NRC나 보드로 

하여금 고려하도록 하는 요청에 의해서， 특별한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로부터 또는 

다른 문제들에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이 특별한 문제들이란， 해당 시설의 건설 

과(이나) 운전이 대중의 보건과 안전， 공공의 방어와 안보， 그리고 환경 또는 독점 

금지 고려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된 것들이다. 

If the Commission or the Board determines that a separate hearing should be 

held. the notice of hearing or other appropriate notice will state the time and 

place of the separate hearing on such issue or issues. The board designated to 

conduct the hearing will issue an initial decision. if deemed appropriate. which 

will be dispositive of the issue(s) considered at the hearin당 in the absence of 

<111 appeal or Commission review pursuant to ~ 2.760. before the hearing on. and 

consideration of. the remammg issues in the proceeding. 

만약 NRC나 보드가 별도의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할 것플 결정한다면， 청문회 몽지 

나 디-른 적절한 통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 

플 진숨할 것이다. 청문회를 주재하기로 지정된 보드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남은 문제들에 대한 판결행위에서의 고려 이전에 ~ 2.760에 의하여， 항소나 

NRC의 겸토나 없이 적절하다고 간주되어 진다면， 청문회에서 고려되어질 문제뜰의 

방향플 결정하는， 일차 결정을 도출할 것이다. 

(2) ln a proceeding relating to the issuance of a construction permit for a 

facility which i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requirements of 

section 102(2)(C)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and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and which is a utilization facility for industrial or 

commercial purposes or is a testing facility. separatc hearings may be he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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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may be issued on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site 

suitability issues and other specified issues as provided by Subpart F and 9 
2.761a. 

(2) 1969년의 NEPA 102(2)(C)절의 환경 영 향진술요건과， lOCFR p따t51의 Subpart A 

에 따르는， 산업이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시설이나 실험용도의 시설들에 대한 건설 

허가 발부와 연관된 사법적 판결행위에서는， 별도의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고， 

NEPA와 부지적합성 문제와 Subpart F와 ~ 2.761a에 조항된 특별한 문제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다 

(d) Prior to a hearing, board members should review and become familiar with: 

The record of any relevant prior proceedings in the case, inc1uding initial 

decisions and Commission orders, the application, the ARCS report, the staff 

safety evaluation, the applicant’ s environmental report, the Commission' 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11 other papers filed in the proceeding, the 

Commission' s rules of practice, and other regulations or published statements of 

policy of the Commission as may be pertinent to the proceeding. 

(d) 청문회에 앞서서 보드의 회원들은，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이전의 판결행위의 

기콕， 일차 결정들과 NRC의 명령들， 신청서와 ARCS 보고서， 요원의 안전성평가보 

고서와 신청자의 환경보고서， NRC의 환경영향진술서와 판결행위에 제출된 다른 모 

든 서류들， NRC의 관례와 규칙， 그리고 판결행위에 타당하게 보이는 NRC 다른 규 

제뜰이나 공포된 정책성명뜰과 같은 것을 검토하여 숙지해야 한다. 

(e) At any time when a board is in existence but is not actually in session , the 

chairman has a11 the powers of the board to take action on procedural matters. 

The chairman may have occasion, when the board is not in session, to dispose 

()f preliminary procedural requests including, among other things , motions by 

parties relating to the conduct of the hearing. 

(e) 보드가 존재하지만 설제 회기 중이 아넌 경우， 의장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행동 J 

플 취할 수 있는 보드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의장은 보드가 회기 중이 아년 

때에， 다른 일들 가운데서 청문회의 진행과 연관된 이해 당사자뜰의 동의를 포함한 

예비 절차적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He may wish to discuss such requests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board 

before ruling on them. No interlocutory appeal may be taken by a party as a 

matter of right from a ruling of the chairman or the board. The board should 

refer the challenged ruling to the Commission for a final decision if, in its 

juclgment, a prompt decision is necessary to prevent detriment to the public 

intercst or unusual delay or expense. This authority should be exercis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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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ingly, and only when deemed essential in fairness to the parties or the 

public. 

그는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판결하기 전에， 보드의 다른 회원들과 토론할 수 있다. 

의장이나 보드의 판결로부터는 어떠한 중간 판결에 대한 항소도 이해 당사자의 권 

리로서 취해 질 수 없다. 만약， 일반 대중의 이익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나， 또 

는 비정상적인 지연이나 비용을 막기 위해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 

로 판단되어질 때， 보드는 이의가 제기된 판결에 대한 최종결정을 위해서 NRC에 

의뢰해야 한다. 이 권위는 이해 당사자들이나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어졌을 때에만，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다. 

11. Prehearing Conferences 

II. 예비청문회 회의 

(a) A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will be held,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notice of hearing has been published, or such other time as the Commission 

or the Board may deem appropriate, in addition to the standard prehearing 

conference provided by ~ 2.752. The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authorized by 

~ 2.751a, should be used to permit identification of key issues; take steps 

necessary for further iclentification of the issues; consider all intervention 

petitions to allow preliminary or final deternlination as to the parties; ancl 

establish a schedule for further actions in thc procecding. 

(a) ~ 2.752에 제시된 표준 예비청문회 회의이 부가하여， 칭문회 콩지가 공표 된 이 

후 90일 이내， 또는 NRC나 보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띠l 에판 득별 청문호l 회의 

가 개최된다. ~ 2.751a에 의해서 승인된 특별 예비첨분회 회의깐， 중요 문제의 확정 

을 허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심화된 문제뜰플 확정， 고려하기 위해 펀요한 조치 

블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뜰에 대해 소송플 봉한 개임플 위한 청원윤 

고려해서 예비적이거나 최종적인 결정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른 판겸행위에 

서의 조치를 위한 시간표 확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야 한디-

(b) Within sixty (60) days after cliscovery has bccn completed. or such other 

time as the presiding officer or the Commission cleems appropriate. a second 

prehearing conference -- the prehearing conference providecl by ~ 2.752 -- is 

held to consider simplification, clarification, ancl specification of the issues; 

consider amendments to the pleaclings; obtain stipulations ancl admissions of 

facts and of the contents and authenticity of clocuments to avoicl unnecessary 

proof; identification of witnesses; the setting of a heélring scheclule; ancl such 

other matters as may aid in the orclerly clispositio !1 ()f thc hearing. 

(b) 현안 반권이 완료된 후 60임 이내에 또는 청분회 수까지-니- NHC가 작진하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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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는 때에 ~ 2.752에 제시된 두 번째 예비청문회 회의가 열리는 데， 그 취지는 

현안 문제의 간단화， 명확화， 문제의 선정 둥을 고려하고; 소장에 대한 수정을 고려 

하고; 사실들과 내용들에 대한 규정 및 승인; 문서의 진실성을 얻어서 불펼요한 증 

명을 피하기 위하고; 증인의 확정， 청문회 일정의 확정， 칠서 있는 청문회 배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c) A transcript of each prehearing conference will be prepared. The board will 

issue an orde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which 

recites the action taken at the conference and agreements by the parties, 

identifies the key issues in controversy, makes a pre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 as to the parties, and provides for submission of status reports on 

discovery by the parties. The board wi1l also issue an orde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prehearing conference that specifies the issues in controversy in 

the proceeding. Each order sha11 be served upon a11 parties to the proceeding. 

(c) 각 예비청문회 회의에 대해 펼사본플 작성한다. 보드는 특별 예비청문회 회의 

마감 이후에， 회의에서 채택된 조치와 이해 당사자틀에 대한 동의를 말하고‘ 논의에 

서의 주요 문제들을 확정하고， 이해 당사자뜰에 관한 예비 혹은 최종 결정을 작성 

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안발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조항하는 명령 

음 발부할 것이다. 보드는 또한 두 번째 예비청문회 회의 마감 이후에 판결행위에 

서 논의될 문제들을 확정하는 명령을 발부할 것이다. 각 명령플은 판결행위에서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Objections to such order may be filed by a party within five (5) days , or‘ in thc 

case of the staff, within ten (0) days. The board may revise the order in thc 

light of the objections presented and , as permitted by ~ 2.718W , may certify for 

determination to the Commission such matters raised in the objections as il 

deems appropriate. As specified in ~ 2.752, the order sha11 control the subscquenl 

course of the proceeding unless modified for good cause. 

그 명령에 대한 반대들은 5일 이내에(요원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 이해 당사자판 

에 의해서 제출될 수 있다. 보드는， 제출되어진 반대를 고려하여， 그리고 ~ 2.718(i) 

에 허용된 것처럼， 명령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적절하다고 간주되어지띤‘ 

반대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결정을 위해서 NRC에 결정을 인증할 수 있다. ~ 2.752에 

멍시된 것처럼 명령은 적당한 이유 때문에 변경되어지지 않는다딴 판결행위의 인 Fl 

의 과정을 관장해야 한다. 

(d) Prehearing conferences are open to the public except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involving such matters as classified information and certain 

privileged information not norma11y a part of thc hcaring rccord. 

372 



Cd) 예비청문회 회의는， 분류된 정보나 또는 일반적으로 청문회의 기록의 일부분이 

아닌 면책특권의 정보와 같은 것을 포함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 

Ce) The applicant, the staff and other parties are required to provide each other 

and the board with copies of prepared testimony in advance of its being offered 

at the hearing. A schedule may be established at the second prehearing 

conference for exchange of prepared testimony. Prepared testimony is filed in 

the Commission' s public document room and is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When the staff has reached its conclusion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and 

prepared a safety evaluation, the safety evaluation will be made available - - a 

point of time which may or may not be prior to the hearing. 

(e) 허가신청자와 요원과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보드에게， 

청문회에서 증언이 제공되기 전에 준비된 증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청문회에서 작성된 증언과 교환되어져서 그 일정이 확립되어 질 것이다. 준비된 증 

언은 NRC의 문서열람실에 제출되고 일반 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다. 요원이 신청서 

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고 안정성평가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안정성평가보고서는. 청 

분회 이전 혹은 이후의 시점에 입수， 이용가능하다. 

III. lntervention and Limited Appearances 

IlI. 개임 및 세한 촬석 

(a)( l) As required by ~ 2.714, a person who wishes to intervene must set forth. 

in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his interest in the proceeding and how th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Commission action. Petitions for leave to intervene 

shal l. as a basis for enabling the board or the Commission to determine how the 

peLi Lioner ’ s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set forth (j) the nature 

()f his ri당ht under the Act to be madc a party to the proceeding , (ii)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interesL th따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and (iii) the 

effect of any order which may be entered in the proceeding on the petitioner' s 

mteresL 
(a)( U ~ 2.714에서 요구한 바대로， 소송을 콩해 개입하기륜 원하는 사람은， 개입허 

가 청원에서 판결행위에서의 자신의 이익과， 그 이익이 NRC의 조치에 의해 어떻게 

영향플 받을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입허가 청윈은， 보드나 NRC가 그 청원자 

의 이익이 판결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플 받음 것인가룹 결정하기를 가능하게 

하시 위한 판거로 아래와 갇은 것을 제시하여야 한디. (i) 판결행위에서의 이해 당 

사자가 꾀어야민 하뉴， 원자펙조례에 띠-쉰 그의 꾼12] 의 껴진 (ii) 판캘행위에 의해서 

앙덴:븐 띤-유 수 있는 이역의 본짖고]. 범위 (i ii) 파낀렌위에서 취해 전 수 있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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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령이 그 청원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The petition must identify the specific aspects as to which the petitioner wishes 

to intervene and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facts pertaining to his interest. 
The petitioner must file a supplement to his petition containing his contention(s) 

and basis therefor not later than fifteen (5) days prior to the holding of the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 pursuant to ~ 2.751a. After consideration of any 

answers to the petition, the board will rule on the petition. If the board finds 

that the petitioner’ s interest is limited to one or more of the issues in the 

proceeding, the intervenor ’s participation will be limited to those issues. 
그 청원에서는， 청원자가 개입하기 원하는 특정한 사안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그리 

고 그의 이익에 연관한 사실들을 특별히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자는 그의 청원서에， 

92.751a.에 의거해서 특별예비청문회 회의를 개최하기 15일 이전에， 그의 논쟁점과 

근거를 포함하는 보충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에 대한 여하한 답변음 

고려한 후에， 보드는 청원에 대해서 판결을 할 것이다. 민약 보드가 청원자의 이익 

이 판결행위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개 

업자의 참여는 그런 문제들에 국한되어 질 것이다. 

Petitions and supplements thereto which set forth contentions relating only to 

matter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wiU be denied. In any event. 
the granting ()f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does not operate to enlarge the 

issues, or become a basis for receipt of evidence. with rcspect to matters 

beyond the .i 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게다가 청펀이나 보충자료가 NRC의 사법권 밖의 멸탄에 판한 논점을 제시하는 것 

이라면， 그것은 거부되어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개엽허가를 위한 청원의 승 

인은 문제뜰을 확대하지는 않는디 또는 NRC의 사법권플 벗어난 문제뜰에 대해서 

증거룹 수락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 

IV. The Hearing 

IV. 청문회 

(a) Record 
(a) 기록 

(1) The transcript of testimony and the exhibits. together with all of the papers 

and requests filed in a proceeding , constitute the record for decis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official notice is taken. 
(1) 모든 서듀- 및 판낀 행위애 자1 월펜 요청닫고]. 함께，승언의 편 7] 꽉과 증거서류-.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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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통지가 취해질 정도를 제외하고는 결정을 위한 기록을 구성한다. 

(2) Generally speaking, a decision by a board must be made on the basis of 

evidence which is in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A board, however, is 

expected to use its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evaluating and drawing 

conclusions from the evidence that is in the record. The board may also takc 

account of and rely on certain facts which do not have to be 퍼roved" since 

they are "officially noticed"; these facts do not have to be "proved" since they 

are matters of common knowledge. 

(2) 일반적으로 보드에 의한 결정은 판결 기록에 있는 증거를 기초로하여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보드는， 기록에 있는 증거로부터 결론을 평가하고 끌어내기 위해 그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도록 한다. 보드는 또한 공식적으로 통지되었기 때 

문에 입증이 필요 없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고 그 사실들에 의존할 수 있다. 이 사 

실들은 상식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입증할 펼요가 없다. 

Pursuant to ~ 2.743(i) "official notice" may be taken of any fact of which 

judicial notice might be taken by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any 

technical or scientific fact within the knowledge of the Commission as an expert 

body. Each fact officially noticed must be specified in the record with sufficient 

particularity to advise the parties of the matters which have been noticed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parties before the final decision , and each party 

adversely affected by the decision must be afforded an opportunity to controvert 

the noticed fac t. (For example, a board might take "official notice" of the fact 

lhaL high level wastes are encountered mainly as liquid residue from fuel 

reprocessing plants.> Matters which are "officially noticed" by a board furnish 

lhe same basis for findings of fact as matters which have been placed in 

evidence and proved in the usual sense. 

~ 2.743(i)에 의거해서 공식적인 통지는 미연방법원에 의해서 사법적인 통지가 취해 

잔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취해 질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NRC의 지식 범위 내의 

어떠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다. 공식적으로 통지 

된 각각의 사실들은 각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문제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기록에 명시해야 하거나， 또는 최종 결정 이전에 

이해 당사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 의해서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각 이해 당사자에게는 통지된 사실에 대해서 논쟁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디 예플 

갚어 보드는 고준위 폐기불틀이 재처리 공장에서부터 액제 폐기불로 나온다는 사심 

욕 공식적으로 동지한다. 공식적으로 보드에 의해서 똥지된 사건플은 증거로 제출 

띈 분저l 닫고1- 얼상작인 싱-식으로 입증된 문제틀과 함께 동등한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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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ticipation by board members: 

(b) 보드 회 원들의 참여 

(1) ln contested proceedings, the board will determine controverted matters as 

well as decide whether the findings required by the Act and the Commission ’s 

regulations should be made and whether, in accordance with Subpart A of Part 

51, the construction perrnit should be issued as proposed. Thus, in su마 

proceedings, the board will determine the matters in controversy and may be 

called upon to make technical judgments of its own on those matters. As to 

matters pertaining to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which are not in controversy, 
boards are neither required nor expected to duplicate the review already 

performed by the staff and ACRS, and they are authorized to rely upon the 

testimony of the staff, the applicant, and the conclusions of the ACRS , which 

are not controverted by any party. 

(1) 이의신청이 있는 판결행위에서， 보드는 원자력조례 및 NRC의 규정에 의해서 

요구된 결론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또는 lOCFR part 51 Subpart A에 따라 제안된 

것처럼 건설허가가 발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하고 문제들블 확정한다. 그럼으 

로써， 그러한 판결행위에서 보드는 논쟁이 된 문제플플 확정할 것이고， 그런 문제들 

에 대해서 스스로 기술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논쟁이 되지 않는 방사학적 보 

건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드는 NRC 요원괴. ACRS에 의해서 수행된 

검토를 다시 반복하기를 요청되거나 기대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드는 요원의 

증언， 선청자， ACRS의 결론뜰에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이해 딩사 

자도 논쟁할 수 없다. 

(2) ln an uncontested case, boards are neither required nor expected to duplicate 

the radiological safety review already perforrned by the staff and the ACRS and 

they are authorized to rely upon the testimony of the staff and the applicant, 

é1nd the conclusions of the ACRS. 

(2)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드는 요원과 ACRS에 의해서 이미 수행된 방사 

학적 안전검토를 반복하기를 요구되어지거나 기대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드논 

요원과 허가신청자의 증언과 ACRS의 결론들에 의존하는 것이 승인된다. 

The role of the board is not to conduct a de novo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 

but rather to decide whether the application and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and the review of the application by the 

Commission ’ s staff, including the environmental review pursuant to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has been ade디uate ， to support the findings 

proposed to be madc by the Director of Reguléttion and the issuance ()f t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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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ermit proposed by the Director of Regulation. 1n doing so, the 

board is expected to be mindf비 of the fact that it is the applicant, not the staff, 

who is the proponent of the construction permit and who has the burden of 

proof. 

보드의 역할은 신청서의 평가를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와 판결의 기록이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NRC 요원에 의한 신청서의 검토(NEPA에 

의거한 환경검토를 포함한)가 충분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자로규제국장 

에 의해서 내려지기로 제안된 결정들과， 건설허가의 발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드는， 건설허가를 옹호하는 사람이 신청자이지 요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증명의 부담이 있는 사람은 신청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 Whether the construction permit proceeding is contested or uncontested, the 

board will, as to environmental impact matters, (a)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2) (A) , (C) and (E)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and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have been complied 

with; (b) independently consider the final balance among conflicting factors 

contained in the record,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ction to be 

taken; and (C) deter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permit should be granted. 

denied , or appropriately conditioned to protect environmental values. 

(3) 건설허가 판결행위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보드는 환경영형 문 

제에 관하여 (a) NEPA의 102(2)절 (A) , (C) , (E), lOCFR Part 51 의 Subpart A의 

요건뜰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한다. (b) 취해야 할 적젤한 조치판 ;결정하는 것에 관 

하여， 기록에 포함된 상충하는 요인들 사이에서의 최종적인 균형플 판랩적으로 고 

근=1 한다. 그리고 (c) 건설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논지 거부되어야 하는지 환경가치핀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디 

(4) A question may be certified to the Commission for determination when a 

ma.i or or novel question of policy, law or procedure is involved which cannot bc、

resolved except by the Commission and when the prompt and final decision ()f 

the question is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or to avoid 

undue delay or 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a party. For example, a 

board may find it appropriate to certify novel questions as to the regulator~T 

.i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or the right of persons to intervene. 
(4) 주요하거나 또는 새로운 의문의 대상이 되는 정책 문제와， NRC에 의하지 않고 

는 해결될 수 없는 법률이나 절차가 연관되었을 때， 대중의 이익플 보호하기 위해 

서 또는 예기치 않은 지연이나 이해 당사자의 이익에 심각한 판이익플 초래하는 것 

플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이지만 최종적인 문제 겸정이 편요한 경우에 진분븐 NRC 

에 가1 NRC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승언펠 수 있디. 에핀 단어 보뜨쓴 NRC9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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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제에 대해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절문들을 승인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c) Close of hearing 

(c) 청문회의 폐회 

(1) If, at the close of the hearing, the board should have uncertaintie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in controversy because of a need for a c1earer 

understanding of the evidence which has already been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the board would normally invite further argument from the parties - - oral 

or written or both -- before issuing its initial decision. 

(1) 만약 청문회를 폐회할 때， 이미 제출된 증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 

문에 보드가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드는 

일차 결정을 발부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그 이상의 논의를 구두로나 서면 

으로 받도록 한다. 

If the uncertainties arise from 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record, it is 

expected that the board would normally require further evidence to be submitted 

in writing with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ies to reply or reopen the hcaring 

for the taking of further evidence, as appropriate. If either of such courses is 

followed ,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nt would normally be afforded the 

opportunity to make the final submission. 

만약 기록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불확섣성이 발생하게 되면， 보드 

는 보통 다른 이해 당사자가 답변할 기회와 함께 그 이상의 증거가 서면으로 제꽉 

되어 지기를 요구할 것이다. 또는， 적절하게， 그 이상의 증거륜 언기 위해서 청문회 

플 다시 열 수도 있다. 만약 그런 과정 중 하나가 행하여진다면 선침지-에게 최종 

제출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띠2잉) A boa겐r띠-d shou비11띠d give each party t디he oppo이이아rtu 

statement. 

(2) 보드는 각 이해 당사자에게 간략한 폐회 진술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A schedule should be set by the board and recorded, either in the transcript 

or by written order, of the dates upon which the parties are directed by the 

board to file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Iusions of law. In uncontested 

cases, the proposed findings will ordinarily be extremely brief. In contested 

proceedings,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Iusions of law submitted by thc 

parties may be more detailed. While brevity in such submissions is cncouragc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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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findings and conclusions should be such as to reflect the position 

of parties submitting them, and the technical and factual basis therefor. 

(3) 이해 당사자에게 보드가 제안된 사실 결론과 법적 판정들을 제출하기로 지시한 
일정이 보드에 의해 정해지고 필기록이나 기록 명령으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이의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제안된 결론들은 보통 극히 간단할 것이다. 이의 제기된 경 

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제출된 제안된 사실 결론들과 법적 판정은 더 세부 

적인 것일 것이다. 그런 제출들에서 간단한 것이 좋지만， 반면에， 제안된 사실 발견 

과 결론들은 그것을 제출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기술적， 사설적 기 

초를 반영하여야 한다. 

(4) The board should dispose of any additional procedural requests. 

(4) 보드는 부가적인 절차상의 요청들을 처리해야 한다. 

(5) The chairman should fonnally close the hearing. 

(5) 의장은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폐회해야 한다. 

v. Posthearing Proceedings , 1n디uding the 1nitial Decision 

v. 얼차 결정을 포함한 청문회 이후의 판결행위 

(a) A board, acting through the Chainnan, should dispose of procedural requests 

made afler lhe close of the hearing , including mo lÍons of the partics for 

corrcctiO!l of lhe transcrip t. Responses to requcsts and mo tÌons of thc parties 

are made part of the record by issuance of written orders. 

(3) 의장플 똥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보드는， 팔기꽉의 수정플 위한 이해 당사지

의 판의륜 포함하여， 청분회의 폐회 이후에 이루어지는 섣차작언 요청늘플 처리해 

야 한디 이해 딩사자의 꽁의와 요청에 대한 응담은성령서뜰의 받부에 의해서 가 

꽉의 언부가 된디. 

(b) On receipt of proposed findings and conclusions from the parties, the board 

should prepare the initial decis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Commission ’ s regulations, the decision should include: 

(!J) 제안된 결판이나 이해 당사자블로부터의 결론뜰블 받아플이는데 있어서， 보드는 

민차 결정을 작성해야 한디 행정절차조례와 NRC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괄 포함해야 한디 

(1) Findings, conclusions, and rulings, with the reasons or basis for them, on all 

l1lillcrial issues of fact , law , or discretion presented 011 thc record; 

( 1 ) 보든 줍요한 사심상의 분세괄고]. 1션， 또는 /']꽉에 서1 시펀 지}량에 대한 겸판‘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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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결들을 그 이유나 기초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All facts officially noticed and relied on , if any , in making the decision; 

(2)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통지되고 의존되는 사실들을 제출하 
여야 한다. 

(3) The appropriate ruling , order, or denial or relief, with the effective date and 

time within which a notice of appeal from the initial decision may be filed; 

(3) 적절한 판결 명령 또는 거부나 유예 그 날짜 시간 이내의 일차 결정에 대한 항 
소의 통지가 제출되어질， 유효한 날짜와 시간이 제출되어져야 한다. 

(4) The time when the decision becomes final. 

(4)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c) Issues to be decided by the board: 

(c) 보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 

(1) 1n a contested proceedings for the issuance of a construction permit, the 

board will dctermine the following issues: 

(1) 건설허가 발부를 위한， 이의가 제기된 판결행위뜰에서 보드논 다음과 걷-븐 문제 

뜰음 결정할 것이다: 

(i) Whe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 50.35(a) of this chapter: 

(i) 10CFR의 ~ 50.35(a)의 조항뜰에 따라 다음 내용-이 수행와었는지의 여부: 

Üt) The applicant has described the proposed design ()f the facility , inc1uding , 

but not limited to , the principal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criteria for thc 

design, and has identified the ma.ior features or components incorporated therein 

for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 허가선청자가， 주요한 설계를 위한 건축 및 공학작인 요건에 포함되나 거기에 

한정되어지지 않은 제안된 시설의 설계렐 기술했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의 보건과 

인-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영된 주요 특징이나 부분올 확인했는가; 

(b) Such further technical or design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to complete 

the safety analysis and which can reasonably be left for Jater consideration, will 

be supplied in the final safety analysis reporL 

(b) 안선성 분석을 수행하가 위해 요구되어지는， 그러고 향후 고려 대상으쿄 넘-겨 

주!， 그 이상의 기월적인 또는 설계의 정보쉰이 최종안정성분석보고서에 제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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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afety features or components, if any, which requires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described by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nt has 

identified, and there will be conducted,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reasonably designed to resolve any safety questions associated with such 

features and components; and 

(c) 허가신청자가 규명한， 연구 개발이 신청자에 의해 기술되어졌을 것을 요구하는， 

안전성을 위해 강조를 둔 주안점이나 부품이 제출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 

이나 부품과 연관된 여하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연구와 개발 계획이 수행되는가; 

(d)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that 

(d)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 

(1) Such safety questions will be satisfactorily resolved at or before the latest 

date stated in the application for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proposed 

facility , and 

(1) 그러한 안전성 문제가， 제안된 시설의 건설을 완료하기 위한 신청서에 진술된 

난짜에 또는 최종 날짜 이전에 충분히 해결될 것인지 

(2) Taking into consideration thc site criteria contained in Part 100 of this 

chapter, the proposed facility can be constructed and operated at the proposed 

location without undue risk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2) lOCFR의 Part 100에 포함된 부지 기준플 고려할 때， 제안된 시설이 대중의 안 

전과 보건에 예기치 않은 위험을 발생하지 않고 제안된 부지에 건설되고 운전되어 

진 수 있블 것인가. 

(ii) Whether the applicant is technically qualified lo design and construct the 

proposed facili ty; 

(ii) 허가신청자가 기술적으로 제안된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할 자질이 있는가; 

(iiil Whether the applicant is financially qualified to design and construct the 

proposed facility; 

(iii) 허가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제안된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할 자질이 있는가; 

(iv) Whcther the issuance of a permi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will be 

inimical Lo l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이.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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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당 시설의 건설허가 발부가 공공의 방어와 안료 또는 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유해한가; 

(v) Whether,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2) (A) , (C) and (E) 

of the Nal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in accordance with Subpart A of Part 

51 of this chapter, the construction permit should be issued as proposed. 

(v) NEPA의 102(2)절 단락 (A) , (C) , (E)의 요건들에 관하여 lOCFR 51의 Subpart 

A에 제시된 것처럼 건설허가가 발부되어야 하는가. 

(2) 1n an uncontested proceeding for the issuance of a construction permit, the 

board will, without conducting a de novo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2) 건설허가 발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판결행위에서， NRC는 선청서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결정한다. 

(i) Whether the application and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contain sufficient 

infonnation, and the review of the application by the Commission ’ s staff has 

been adequate, to support the findings proposed to be made and required by the 

Act for the issuance of the construction permit proposed by the Director ()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 as appropriate, and 

(i) 신청서와 판결행위의 기록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러고 NRC 요윈 

에 의한 선정서의 검토가 내려지기로 제안되고， 그리고 웬지-로규제국 국장이나 핵 

불젤 및 인-전조치국 국장의 지휘자에 의해 제안된 건설허가 밥부륜 위해 원자펴조 

è:ll 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결정을 뒷받침해줍 정도로 충분한가 

(ii) Whether the review conducted pursuant to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has been adequate. 
(j i) NEPA에 의거하여 수행된 검토가 충분했는가 

(:3)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ceeding is contested or uncontested, the board 

wil l. in its initial decision, in accordance with Subpart A ()f Part 51 of this 
chaptcr: 

(~) 판결행위에 이의가 제가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위원회는 일차 결정에서 lOCFR 

51 Subpart A에 일치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i)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2)(A), (C) and (E)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l and Subpart A ()f Part 51 of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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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complied with in the proceeding; 

(i) NEP A 102(2)절 (A) , (C) , (E)와 lOCFR 51 Subpart A의 요건들이 판결 행 위 에 서 

준수되었는지 결정한다; 

(ii) Independently consider the final balance among conflicting factors contained 

in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ction to be taken; and 

(ii) 판결행위의 기록에 포함된 상충되는 인자들 사이의 최종의 균형을 적절한 행동 

을 결정하는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고려한다; 

(iii) Deter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permit should be issued, denied, or 

appropriately conditioned to protect environmental values. 

(iii) 건설허가가 발부되어야 하는지 거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관련 가치를 보 

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d) It is expected that ordinarily a board will render its initial decision within 35 

days after its receipt of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filed 

by the parties in a contested case and within 15 days after receipt of such 

proposed findings and conclusions in an uncontested célse. 

(d) 보통 NRC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제안된 사설의 인정을 수락하고 이해 당사 

자뜰에 의해 제출된 법률적 결론을 수락한 후 35일 내에， 열차 갤정을 제괄한 의무 

가 었다. 그리고 이의가 지l 기되지 않은 경우는 그런 제안된 사설 인정과 천론뜰플 

수락한 후 15엘 이내에 할 의무가 있다. 

(e) The initial decision will be transmitted to the Chief, Docketin당 and Service 

Seclion. Office of the Secretary, for issuance. 

(c) 연차 결정은 그 발부름 위해， 의장 및 등재， 송달 부서， 행정관 사무설에 전 1달된 

다 

(f) After the board ’s initial decision is issued, the entire record of the hearing , 

including the board' s initial decision, will be sent to the Commission for review. 

In the course of this review, the Commission may allow the board ’s decision to 

become the final decision of the Commission, may modify a board decision , or 
may send the case back to the board for additional testimony on particular 
points or for further consideration of particular issues. 
(f) 보드의 열차 결정이 발부된 이후， 보드의 열차 겸정욕 포함한 칭분회의 전반의 

시꽉윤， 그 검토를 위해 NRC에게 보내진디 검토 괴정에서 NRC는 보드의 결정이 

NRC의 최종 결정이 되도확 승인하거나， 보드의 결정판 수정하거나， 꽉별한 섞에 대 

- 383 



하여 부가 증언이나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더 깊은 고려를 위해 보드에게 그 사건 

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VI. General 

VI. 총론 

(a) Two members, being a majority of the board, constitute a quorum, if one of 

those members is the member qualified in the condu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vote of a majority controls in any decision by a board, 
inc1uding rulings during the course of a hearing as well as formal orders and 

the initial decision. A dissenting member is of course, free to express his 

dissent and the reasons for it in a separate opinion for the record. 

(a) 보드의 대다수인 두 사람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행정적인 

판결행위에 자질이 있는 회원인 경우에， 다수의 표는 보드에 의한 어떠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문회 판결행위 중 판결행위들과 공식 명령 및 일차 결정을 포함 

한 보드의 어떤 결정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구성원은， 물론 그의 반대를 표현할 자 

유가 있고， 기록을 위해서 별도의 의견으로 그 이유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b) The Commission or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may designate a technicaIly qualified alternate or an alternate qualified in 

the condu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or both, for a board. The designation 

of an alternate is discretionary. Alternates may be designated where the 

Commission (or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in its judgment believes that a proceeding involves factors that WatTant the 

continuing assignment and presence of an alternate. If any alternates are 

designated before the hearing, they will receive copies and become familiar with 

the application and other documents filed by the parties prior to the start of the 

hearing. 

(b) NRC나 ASLB 패널 의장은，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리인 또는 행정 판결행 

위에 자격이 있거나 또는 그 모두에 자질이 있는 대리언을 보드를 위해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의 지정은 자유재량에 의한 것이다. 대리인은， NRC나 ASLB 패널 의 
장이 그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행위가， 지속되는 대리인의 임명과 출석을 보증하는 

요인뜰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임명되어진다. 만약 어떤 대리인들이 청문회 

전에 임명되어졌으면， 그들은 사본들을 받고， 신청서와 청문회의 시작 전에 이해 딩 

사자들에 의해 제출된 다른 서류틀을 숙지한다. 

It is expected that an alternate wiII be constituted or appointed by the 

Commission or the Chairman of the Atomic Safety é1 nd Licensing Boar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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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ember of the board in situations where a technically qualified member of 

the board, or the member qualified in the condu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becomes unavailable. 

대리인이 NRC나 ASLB 패널 의장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보드의 회원 

이나 행정 판결행위의 행위에 자격이 있는 보드의 회원이 채용 가치가 없어 진 경 

우， 보드의 구성원으로서 임명되어지거나 지명되어질 수도 있다 

(c) Section 2.781 specifies when consultation between Commissioners or boards, 

on the one hand, and the staff, on the other hand, is permitted in licensing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ubpart G. Section 2.781 also permits a board, in 

the same type of proceeding, to consult with members of the panel from which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drawn. 

(c) 2.781절은 Subpart G에 의해서 인허가 판결행위에서， 한쪽 편은 NRC 위원들이 

나 보드 위원들， 그리고 다른 쪽 편은 요원인， 양측 사이에서의 협의가 허용되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 2.781절은 또한 같은 유형의 판결행위에서 보드로 하여금 보 

드의 회원들이 선발된 패널의 회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허용한다. 

VII. Procedures Applicable to Operating License Proceedings 

VII. 운전허가 판결행위에 적용되는 절차뜰 

(a) This section sets out certain differences in procedure from those described in 

sections 1 • VI above, which are required by the fact that thc proceedi l'1g is for 

the issuancc of an operating license rather than a construction permi t. 

Otherwise, the provlslons of sections 1 through Vl ()f Lhis statement of general 

policy also apply to an operating license proceeding , cxccpt a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a) 본 젤은 위의 I • VI젤에 기술된 절차뜰과는 첼차상에서 디-든 어떤 젤차를 제 

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판결행위가 건설허가가 아넌 운전허가 발부에 대한 것이 

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다른 모든 점에서는， 열반적인 정책에 대한 이 진 

숨틀의 I • VI절까지의 조항들은 문맥의 전후관계싱 디-른 경우륜 제외하고는 운전 

허가 판결에도 또한 작용된다. 

(b) In an operatÏng license proceedin당 the board \\'ill determine the matters in 

controversy among the parties, and where the board determines that a serious 

safety , cnvironmental , or common defense and securil\' matter was not raised by 

the parties, the board will determine such matter as bcing among the issues to 

be decided , Those issues will be specified in thc nolicc of a hearing issued by 

the Commission, or in a prehearing confcrence order issued b~r the board in t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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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of its discretion during the hearing. The issues will be the matters in 

controversy among the parties or raised by the board within the purview of the 

following: 

(b) 운전허가 판결행위에서 보드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 
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보드가 심각한 안전， 환경， 또는 공공의 방어와 안보 문제들 

이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제출되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보드는 그 문제들이 

결정되어질 문제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 문제들은 NRC에 의해 발부되 

어지는 청문회 통지에서 규정되어지거나， 또는 청문회 동안 보드의 재량에 의해 발 

부되어지는 사전 청문회 명령에서 명시된다. 다루어질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들 사 

이에서 논되어지고 있는 문제들이거나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보드가 제기한 문 

제이다. 

will reasonable assurance that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with 

(1) Whether there is 

the substantially completed, on a timely basis, in conformity 

pennit and the application as amended, the prOVlSlons of the Act,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 

(1) 건설허가와 개정된 신청서 그리고 원자력조례의 조헝-뜰과 NRC의 규칙 빚 규정 

들에 따라， 시설의 건설이 시간상 근본적으로 완료되어칠 충분한 확신이 있는가; 

be 

constructíon 

as a헤IPl기P비)lic다ation 

regulations 

the with conformity 

rules 

10 operate 

the Act, 

will facility the Whe앉ther (2) 

the 

규정뜰에 

of 

01 
^ 규직 

때
 

NRC의 

the 

주←하관고1. 

and 

선청서와 원자력조례의 

of provlslOns amended, 

Commission; 

시설이 개정된 

운전될 것인가; 

the 

그 (2) 

따라 

(3) Whether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i) that the activities to be authorized by the operating license can be conductcd 

without endangering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iil that such activities will be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the Commission' s 

보증할 수 있는가 

승인펠 작업들이 대중의 

regulations; 

(3) 다음을 합리 적 으로 

(i) 운전허가에 의해 

어질 수 있는가 

(iil 그런 작염들이 

수행되 。!--;-1
L효」一 위협하지 안전을 보건과 

갓인가， 

(4) Wheth상r the applicant is technically and financially qualified to engage in thc 

activities to be authorized by the operating licc \1 se in accordance with 

that the issue of financial qU é11ificalion 

수행되어젤 NRC 규정을 준수하여 

the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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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 considered by the board if the applicant is an electric utility seeking a 

license to operate a utilization facility of the type described in ~ 50.21(b) or ~ 

50.22. 

(4) 만약 허가신청자가 ~ 5O.21(b)나 ~ 50.22.에 기술된 형태의 사용 시설을 운전하 

기를 허가 받기를 원하는 전력사업자인 경우， 재정적인 자격이 보드에 의해 고려되 

어지지 않을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신청자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NRC의 규제를 준수하며 운전허가에 의해 승인되는 사업들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가. 

(5) Whether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10 CFR Part 140 have been satisfied; 

(5) lOCFR Part 140의 적 용가능한 조항들이 만족되 었는가; 

(6) Whether issuance of the license will be inimical to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or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6) 인허가 발부가 공공의 방어 및 안보와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위해를 발생할 

것인가; 

(7) Whether,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2) (A) , (C). and 

(E)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in accordance with Subpart A of 

Part 51 , the operating license should be issued as proposed. 

(7) NEPA 102(2)절 (A) , (C) , (E)의 요건뜰에 대해 lOCFR Part 51 Subpart A에 

따라 운전허가가 제안된 대로 발부되어야 하는가. 

(C) The board, in operating license proceedings, will make findings on the 

matters in controversy among the parties and any matter not raised by the 

parlies but examined by the board in its discre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of thi~ section and ~ 2.760a. Depending on the resolution of those matters , 

the Dircctor of Regulation would issue, deny , or appropriately condition the 

opcratin당 license. 

(c) 운선허가 판결행위에서 보드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문 

제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보드의 재량 

에 의해서 검토되어진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 절 문단 (b)와 ~ 2.760a에 따라 

서 겔판플 내린다.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의하여 규제국 국장은 운전허가륜 발부 

하까나 거부하거나 적절히 조정한다. 

Cc\) 1n operating license proceedings. the procedure for summary disposition of 

thc proceeding on the pleadings described in ~ 2.749 may be used to deterrnine 

thc ulti l1léltc issue of whether the operating license shoulc\ be issued. 

387 



(d) 운전허가의 판결행위에 있어서， ~ 2.749에 기술된， 고소장에 대한 판결의 즉결처 

분 과정은 운전허가가 발부되어야 할 지에 관한 최종적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VIII. Proceedings for the Consideration of Antitrust Aspects of Facility License 

VIII. 시설 인허가에 관한 독점금지 문제을 고려하기 위한 판결행위 

(a) Under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the Commission is 

required, with respect to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or operating 

license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for industrial or commercial 

purposes licensed under section 103, which include power reactors subject to the 

mandatory hearing requirements of section 189a of the Act, to follow procedures 

for antitrust review in section 105c of the Act. This section outlines the 

procedures used by the Commission to implement that section. 

(a) 개정된 1954년의 원자력조례에 의하여 NRC는. 103절에 의하여 허가된 산엽적 

혹은 상엽적 목적을 위한 생산 및 이용시설들의 건설허가와 운전허가를 위한 선청 

서에 관해서(위와 같은 시설들은 원자력조례의 189a절의 필수적인 청문회 요구들을 

받지 않으떤 인- 되는 동력로 등을 포함한다) , 원자력조례 105c절의 독점금지 검토룹 

위한 절차플블 따를 것이 요청된다. 

(b)( 1) When the antitrust information portion of an application is received and 

docketed for a facility construction permit under section 103 ()f the Act which is 

subjecl lo antitrust review under section 105c. the notice of receipt of the 

antitrust information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shall state that persons 

who wish lo have their views on the antitrust aspects of the application 

considered by the NRC and presented to the Attorney General for consideration 

shall submit such views to the Commission within sixty (60)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notice. 

(b)( l) 독점금지 검토가 필수적인 원자력조례 103절 하에서의 시설 건설허가에 대해 

서， 선청서의 독점금지 자료부분이 받아뜰여지고 등재되었을 때， 띤방관보에 공포된 

꼭점급지 정보의 수락 동지는， 그 선청서의 독점금지 측면에 대한 견해렐 NRC가 

고려하도확 해야 하며， 그 견해틀플 콩지 공포 후 60일 내에 제촬하여야 한디 

(2) Upon receipt of the antitrust information responsive to Regulatory Guide 9.:"3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a facility operating license under 

section 103 of the Act.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the 

Director of Nuclear Ma따따1떠:e외e잉r때1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shall publish 

in lhe Federal Register éll1d in appropriate lrade journals a "Nolice of Recei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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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perating License Antitrust Information." 

(2) 원자력조례의 103절에 의해 시설 운전허가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Regulatory Guide 9.3에 따른 독점금지 관련 자료를 받는 동시에， NRC 원자로규제 

국장이나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적절히 연방관보와 해당 언론에 “운전허가 독 

점금지 자료의 수령에 대한 통지”를 공포해야 한다. 

The notice sha11 invite persons to submit, within thirty (3이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notice, comrnents or information concerning antitrust aspects 

of the application to assist the Director in determining, pursuant to section 105c 

of the Act, whether significant changes in the licensee’ s activities or proposed 

activities have occurred since completion of the previous antitrust review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permit application. The notice sha11 also state 

that persons who wish to have their views on the antitrust aspects of the 

application considered by the NRC and presented to the Attorney General for 

consideration should submit such views within thirty (30)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notice to: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 DC 205;:;5, 

Attention: Chief, Antitrust and Economic Analysis Branch. 

통지는 그 공포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의 독점금지 측면뜰과 연관된 자료들이나 의 

견을 제출할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장이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하는데 도움플 주도 

꽉 해야 한디 국장이 결정하는 내용은 원자력조례의 105c절에 의거하여， 건설허가 

산청과 관련하여 이전의 독점금지 검토가 완료된 이래로 허가 받은 자의 작엽뜰이 

나 제안된 행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그 통지는 또한 선정서의 

독점금지 측면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들이 NRC에 의해서 고려 받기 원하고， 고려를 

위해서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플은 반드시 그런 견해플플 통지 

의 공포 후. 30일 이내에 NRC 독점 및 경제분석부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윤 진술해야 한다. 

(3) If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after reviewing any comments 

or information received in response to the published notice and any comments or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licant received from the Attorney General , 

concludes that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changes since the completion of 

the previous antitrust review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permit. a 
finding of no significant changes sha11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together with a notice stating that any request for reevaluation of such finding 

should be submitted within thirty (30) days of publication of the notice. 
(3) 만약 NRC 원자로규제국장이나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공포된 동지에 따라 

서 반아판여진 어떠한 의견뜰이나 자료 그리고 선칭지-와 면관된 자갚블플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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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건설허가와 관련하여 취해진 이전의 독점금지 검토 완료 이후 어떠한 중대한 

변화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미미한 영향 결론을 그 결론에 대한 재평가 요 

청을 통지 공포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통지와 함께 연방관 

보에 공포해야 한다. 

If no requests for reevaluation are received within that time, the finding sha11 

become the NRC' s final determination. Requests for a reevaluation of the no 

significant changes determination sha11 be accepted after the date when the 

Director’ s finding becomes final but before the issuance of the OL only if they 

contain new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about facts or events of antitrust 

significance that have occurred since that date, or information that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submitted prior to that date. 

만약 재평가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그 시간 내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미한 영 

향 결론은 NRC의 최종결정이 된다. ‘중요한 변화가 없음의 결정’에 대한 재평가 신 

청은， 국장의 미미한 영향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된 날짜 이후이며 또한 운전허가 발 

부 이전인 시간에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만약 그것이 새로운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 날짜 이후로 발생한， 독점금지 관점에서 중대한 

사실들이나 사건들에 대한 자료， 또는 그 날짜 이전에 제출되지 못했던 충분한 이 

유가 있는 자료틀이 이에 해당한다. 

(4) If. as a result of the reevaluation of the finding described above, it is 

determined that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changes , the Director of Nuc\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1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 as 

appropriate, sha11 deny the request and sha11 publish a notice of finding of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Federal Register. The notice and finding become the 

final NRC decision thirty (30) days after being made and only in the event that 

the Commission has not exercised sua sponte review. 

(4) 만약 위에서 기술된 결론(사실인정)의 재평가의 결과， 어떠한 중대한 변화도 없 

었다고 결정되면，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핵물절 및 안전조치국장은 적절하게 

그 요청을 거부하고 연방관보에 두드러진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의 통지를 공 

포한다. 이 통지와 결론(사실인정)은， 결정이 내려진 30일 후에， NRC가 처음부터 다 

시 검토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NRC의 최종 결정이 된다. 

(5) If the Director of Nuc1ear Reactor Regulation or the Director of Nuc1ear 

hιIterial Safety and Safeguards , as appropriate , conc1udes that significant 

changes have occurr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previous antitrust review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permit, then the provlslons of ~ 2.102(d) shall 

é1 p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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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적절하게 건설허가와 연 

관된 독점금지 검토의 완료 이래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이후는 92.102(d)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c)(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C)(2) below,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sha11 refer and transmit a copy of each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an operatÌng license for a utilization or production facility 

under section 103 of the Act, to the Attorney General as required by section 

105c of the Act. Under that section, the Attorney General will,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in no event to exceed 180 days after receipt, render such 

advice to the Commission as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in regard to the 

finding to be made by the Commission as to whether the activities under the 

Iicense would create or maintain a situation inconsistent with the antitrust laws 

specified in subsection 105a of the Ac t. 

(c)( l) 아래에 있는 문단 (c)(2)의 조항들을 제외하고，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핵 

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적절히 원자력조례의 103젤에 의해서， 각 이용 및 생산 시 

설에 대한 건설 또는 운전허가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원자력조례 

의 부절 105c에 요구되어진 것이다. 그 절에 의해서， 엠무장관은 적절한 시간 내에，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본 수령 후 180일을 념기지 않고， 허가에 의한 작엄플이 

원자력조례의 부절 105a에 명시된 독점금지볍플에 J듀합하지 않는 싱-황플 민-판거나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NRC가 취한 결론(사선인정)과 연괴하여， 작젠하다고 

건정된 권고뜰 NRC에 제출한다. 

(2) The review by the Attorney General describcd in paragraph (c)( 1) above is 

not required for applications for operating licenses for production or utilization 

facilities under section 103 of the Act for which the construction permit was 

also issued under section 103, unless the Director ()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the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determines ,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nd in accordancc with 

92. lOHe) , that such review is advisable on the ground that si압nificanl changes 

in lhe licensee' s activities or proposed activities have occurred subsequenl to the 

previous review by the Attorney General and by the Commission under section 

105c of the Act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permi t. 

(2) 만약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이， 건설허가와 연관되 

어 법무장관과 NRC에 의해서 원자력조례 105c절에 의해서 이미 행해진 검도 이후 

에， 중대한 변화가 허가취득자의 작염들이나 제안 사염에 언어났디-는 가정 위에서， 

법무장관괴의 혐의 및 92. lO Hc)에 멸치하여， 그런 깎도가 비단삭하디 . .11 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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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위의 문단 (c)(l)에 설명된 법무장관에 의한 검토는 103절에 의하여 건설 

허가가 동일하게 발부된 103절에 의한 생산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운전허가 신청서 

에는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d) The Director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as appropriate, will publish the Attorney General ’s 

advice in the Federal Register promptly upon receipt, and will make such advice 

a part of the record in any proceeding on antitrust matter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05d5) and section 189a of the Act. 
(d) NRC 원자로규제국장 또는 핵물질 및 안전조치국장은 법무장관의 권고를 받는 

즉시 연방관보에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권고를 원자력조례의 부 

절 105c(5)과 189a절에 따라 행하여진 독점금지 문제에 대한 어떤 판결 행위에서도 

기록의 일부로서 유지한다. 

The Director of Regulation will also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that the Attorney General has not rendered any such advice. The notic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will also include a notice of hearing, if 

appropriate, or, if the Attorney General has not recommended a hearing, will 

state that any person whos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proceeding may , 

pursuant to and in accordance with ~ 2.714, file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cne 

and request a hearing on the antitrust aspects ()f the élpplicéltion. Thc notice will 

state that petitions for leave to intervene and requests f()r hearing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notice. 

NRC 원자로규제국장은 법무장관이 어떠한 그런 권고도 세출하지 않았디-는 콩지륜 

연방관보에 공포한다. 연방관보에 공포된 동지는， 만약 적절하다면， 또한 칭문회 동 

지를 포함한다. 또는 만약 법무장관이 청문회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익이 핀 

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어떠한 사람이라도 ~ 2.714에 의거하여 그리고 연치하며 

개입허가 청원을 제출하고 선정서의 독점금지 측띤에 대한 청문회륜 요구할 수 있 

다고 진술한다. 통지에서는 개입허가 청원과 청문회 요청플이 동지의 공포 이후 :1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진술한다. 

(e) If a hearing on antitrust aspects of the application is requested, or is 

recommended by the Attorney General, it will generally be held separately from 

the hearing held on matters of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élnd common 

defense and security described in sections 1 • VII of this appendix. The notice 

of hearing will fix a time for the hearing, which will be as soon as practicablc 

after the receipt of the Attorney General ’ s advicc <ll1d compliance with section 

lR9a ()f lhe Act and other provisions of this pa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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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만약 신청서의 독점금지 측면에 대한 청문회가 요청되어진다면， 또는 법무장관 

에 의해 권고되어진다면， 그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본 부록의 1 - VII절에 기술된 방 

사학적 보건과 안전 그리고 공공의 방어 및 보안 사안들에 대해 열리는 청문회와는 

별도로 열릴 것이다. 청문회의 통지에서는 청문회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법무 

장관의 권고를 받은 후 가능한 최대한 빠르면서 lOCFR part 2의 다른 조항들과 원 

자력조례의 189a절을 준수한다. 

However, as permitted by subsection lOSd8) of the Act, with respect to 

proceedings in which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was filed prior to 

December 19, 1970, and proceedings in which a written request for antitrust 

review of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to be issued under section 104b 

has been made by a person who intervened or sought by timely written notice 

to the Commission to intervene in the construction permit proceeding for the 

facility to obtain a determination of antitrust consideration or to advance a 

jurisdictional basis for such determination within 25 days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of notic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or December 19, 1970, whichever is later, the Commission may 

issue a constructÌon permit or operating license, provided that the permit or 

license 80 issued contains the condition specified in ~ 50.55b of this chapter. 

그라나， 윈자력조례의 부젤 105d8)에 의해 승인되어진 것처펌， 건설허가 선청서가 

1970년 12윌 19열 이전에 제출된 판결뜰과， 개입하였거나 NRC에 대한 시기 적절한 

서띤 똥지로 인허가 판결행위에 개입하기를 청원한 사람에 의해서， 104b젤에 의해 

서 운전허가가 발부되어질 것을 선청하는 신청서의 꽉점금지 검토에 대한 서면요청 

이 요청되어진 판결뜰에 관해서， NRC는 그렇게 받부되어진 허가나 인가가 lOCFR 

의 ~ 50.55b에 명시된 조건뜰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건설허가나 운전허가 
~~- 티 ).L’ 전j. ~ <?) lJ 
;- ~ 딘 -r 'f' . .., λ人 ! 

(f) Hcarings on antitrust aspects will be conducted b~T a presiding officer, either 

an Administrative Law Judge or an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comprised 

of three members , one of whom wiU be qualified in the condu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two of whom will have such technical or other 

C] ualifications a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to the issues to be decided. 
(f) 꽉점끔지 측떤에 대한 칭문회는 청문회 주관자에 의해 진행되어젤 것이다. 청문 

회 주관자는 행정!쉽 판사 또는 세 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ASLB인데， 세 명중의 

한 사땀은 행정적 판결행위의 집행 자격이 있는 사란이어야 하고， 두 명은 결정되 

어져야 힌 문제단에 NRC가 적젤하다고 간주하는 기숨적 또는 디-른 자격을 가지고 

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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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When the Attomey General has advised that there may be adverse antitrust 

aspects and recommends that a hearing be held, the Attorney General or his 

designee may participate as a party in the proceedings. 

(g) 법무장관이 부정적인 독점금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청문회를 열 

것을 권고하면， 법무장관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판결행위에서 이해 당사자로 참 

여할 수 있다. 

(h) At the hearing, the presiding officer wi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advice received from the Attorney General and to evidence pertaining to 

antitrust aspects received at the hearing .J 
(h) 청문회에서， 청문회 주관자는 법무장관에게 받은 권고와 독점금지 측면과 관계 
하여 청문회에서 얻은 증거에 대해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한다. 

(i) The presiding officer will, in the initial decision, make a finding as to 

whether the activities under the proposed license would create or maintain a 

situation inconsistent with the antitrust laws as specified in section 105a of the 

Act. If the presiding officer finds that such a situation would be created or 

maintained, it will consider, in determining whether the pelmit or license sho비d 

be issued or continued, such other factors as it deems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cJuding the need for power in the affected area. 

(i) 청푼회 주관자는 열차 결정에서， 제한된 인히가에 따든 작엽판이 원자력조례의 

105a전-에 명시된 독점금지법에 부합되지 않은 싱황욕 민-탈거나 유지할 것언가에 대 

해서 결폰을 내린다. 청문회 주관자가 그런 상황이 딴생하거나 유지필 수 있디-고 

결정한디-떤， 청문회 주관지-는 허가나 인가가 밤부되어지거나 계속되어져야 할지판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받는 지역의 전팍수요를 포힌-한， 꽁익음 보호하기 위해 펼 

요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요인틀을 고려한디 

The certainty of contravening the antitrust laws or the policies cJearl? 

underlying these laws is not intended to be implicit in this standard; nor is 

mere possibility of inco l1sistency. The finding will be based 011 reasonablc 

probability of contravention of the antitrust laws or the policies clearly 

underlying these laws. The presiding officer will conclude whether, in its 

juclgment, it is reasonably probable that the activities under the license would , 

when the license is issuecl or thereafter, be inconsistent with any of the 
,mtitrust laws or the policies clearly unclerlying these laws. 

꽉점금지법이나 분명히 이런 법닫의 기초촬 이루뉴 정책음 위반했다는 확실성은 이 

-;]준에서 엄-시적이 되도콕 의도펴지 않-윤 뿐 아니바 원-언치의 가능성도 아니디 갤 

꽉은 꽉점균 Ä]l겁이나 분[성히 이런 법판의 기초판 이 ll~는 정 책윤 위반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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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가능성을 기초로 내려질 것이다. 

(j)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n the proceeding on the antitrust aspect of the 

application, the presiding officer may (i) authorize the issuance of the permit or 

license after favorable consideration of matters of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and common defense and security, and matters raised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at the hearing described in sections 1 - VII 

of this appendix; (ii) authorize the continuation of a permit or license already 

issued; (iii) direct the denial of the application for the permit or Iicense, or the 

rescission of a permit or license already issued; or (iv) authorize the issuance of 

a permit or license subject to appropriate conditions, and subject to favorable 

consideration of matters of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and common defense 

matters raised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at the 

hearing described in sections 1 - VII of this appendix. 

(j) 신청서의 독점금지 측면에 대한 판결에서 취해진 결콘에 따라서 청문회 주관자 

는 (i) 본 부록의 1 - VII절에 기술된 청문회에서 방사성 불질에 의해 보건과 안전， 

그러고 공공의 방어와 방위문제들 및 NEPA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호의적으로 

고려한 후에 허가나 면허의 발부를 승인한다 (ii) 이미 발부된 허가나 면허의 지속 

을 승인한다 (iiD 허가나 면허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이미 발부된 허가나 면허의 취 

소를 지시한다; 또는 (iv) 적절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1앙사성 물질에 의해 보건과 안 

전， 그리고 공공의 방어와 방위문제들 및 NEPA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본 부꽉의 1 - VII절에 기술된 청문회에서 그 사안단완 호의적으로 고려했다는 전 

세하에서 허가나 떤허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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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4 48 NRC 18 (1998) , CLI-98-12 

ST ATEMENT OF POLICY ON 
CONDUCT OF ADJUDICATORY 
PROCEEDINGS (}uly 28, 1998) 

사법적 처분 수행에 대한 정책성명 (1998년 7월 28일) 

1. INTRODUCTION 

As part of broader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ag-ency ’ s 

programs and processes, the Commission has critically reassessed its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adjudicatory proceeding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existing Rules of Practice in 10 CFR Part 2, primarily Subpart G. With the 

potential institution of a number of proceedings in the next few years to 

consider applications to renew reactor operating licenses, to reflect restructuring 

in the electric utility industry, and to license waste storage facilities , such 

assessment is particularly appropriate to ensure that agency proceedings are 

conducted efficiently and focus on issues germane to the proposed actions under 

consideration. In its review, the Commission has considered ils existing policies 

and rules governing adjudicatory proceedings, recent experiences and criticism of 

agency proceedings, and innovative techniques used by our own hearing boards 

and presidin당 officers and by other tribunals. Although current rules and policies 

provide means to achieve a prompt and fair resolution of proceedings, the 

Commission is directing its hearing boards and presiding officers to employ 

certain measures described in this policy statement to ensure the efficient 

conduct of proceedings. 

1. 서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NRC는 기존 lOCFR2에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규정， 주로 

Subpart G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적 처분을 수행하는 절차를 재평가하여 왔다. 앞 

으쿄 수년동안 원자로 윈전면허의 재발급하고， 전력회사의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그 

러고 폐기물 처분시설애 인허가를 발급하기 위하여 여바 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절차를 효율화하고，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만 집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이러한 재평가는 1깨우 적절한 것이다. 검토 과정에서， NRC는 사법적 처분을 다 

판는 /1 촌 전차는 불판， 첼차에 대한 경험과 비판， :1 리고 우리 ASLB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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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자 그.리고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규정 

및 절차에 신속하고 정당한 결정을 유도하는 수단이 이미 강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분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정책성명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 

안을 ASLB 및 공청회 주관자가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The Commission continues to endorse the guidance in its current policy, issued 

in 1981, on the conduct of adjudicatory proceedings. Statement 01 Policy on 
Conduct 01 Licensing Proceedings, CLI-81-8, 13 NRC 452 (1981); 46 Fed. Reg. 

28, 533 (May 27, 1981). The 1981 policy statement provided guidance to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s Oicensing board) on the use of too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d adherence to reasonable schedules and discovery 

management, intended to reduce the time for completing licensing proceedings 

while ensuring that hearings were fair and produced adequate records. Now, as 

then, the Commissions objectives are to provide a fair hearing process, to avoid 

unnecessary delays in the NRC ’s review and hearing processes, and to produce 

and informed adjudicatory record that supports agency decision making on 

matters related to the NRC ’ s responsibilities for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to common defense an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e opportunity for hearing should be a meaningful one that focuses on genuine 

issues and real disputes regarding agency actions sub.iect to ad.i udication. By the 

same token, however, applicants for license are also entitled to a prompt 

resolution of disputes concerning their applications. 

:'-JRC는 사법적 처분 수행에 관하여 1981년 발간한 기존 정책의 지침 (얀허자 처분 

수행에 대한 정책성명， CLI -81-8, 13 NRC 452 (1981); 46 Fed. Reg. 28,533 (May 

'27, 1981>)을 지 속적 으로 지 지 한다. 1981년 정 책 성 명 은 ASLB가 사용할 수 있는 기 

술을 지침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예를 뜰어서， 공정한 공청회 운영을 확설히 하떤 

서， 인허가 처분을 완료하는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일정 및 현안발꿀음 

위한 관리절차콜 설정하고 고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NRC의 

목적은 공정한 공청회 과정을 보장하면서， NRC 검토 및 공청회 운영에서 불펼요한 

지연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건강 및 안전， 국방 및 안보， 환경을 보호 할 

임무활 갖는다. NRC는 또한 이에 관련된 결정을 보완하는 사법적 기록 정보를 생 

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청회의 기회는 사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참펜 사안과 실제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 

편， 같은 이유로， 인허가 선청자도 인허가 관련 쟁점의 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Thc Commission emphasizes its expectations thal the boards wiU e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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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rence to the hearing procedures set forth in the Commission ’ s Rules of 

Practice in 10 CFR P따t 2, as interpreted by the Commission. ln addition, the 

Commission has identified certain specific approaches for its boards to consider 

implementing in individual proceedings, if appropriate, to reduce the time for 

completing licensing and other proceedings. The measures suggested in this 

policy statement can be accomp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ission ’ s 

existing Rules of Practice. The Commission may consider further changes to the 

Rules of Practice as appropriate to enable additional improvements to the 

adjudicatory process. 

NRC는， ASLB가 lOCFR2 행정절차 규정에 정해진 공청회 절차를， NRC 해석에 따 

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추가로， NRC는 ASLB가 인허 

가 및 기타 처분을 완료하기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각 해당 처분에서 사용 

하는 구체적 접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성멍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은 기존 lOCFR2에 정한 행정절차 규정의 틀 안에서 성취하여야 한다. NRC는 

앞으로도 때에 따라서 lOCFR2에 정한 행정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사법적 처분 절차 

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II. SPECIFIC GUIDANCE 

Cun-ent adjudicatory procedures and policies provide a latitude to the 

Commission, its licensing boards, and presiding officers to install discipline in 

lhc hearin당 process and ensure a prompt yet fair resolution of contested issues 

in adjudicatory proceedings. In the 1981 policy slatement, the Commission 

encouraged licensing boards to use a number of techniques for effective case 

management including: setting reasonable schedules for proceedings; 

consolidating parties; encouraging negotiation and settlement conferences; 

carefully managing and supervising discovery; issuing timely rulings on 

prehearing matters; requmng trial briefs; profiled testimony , and 

cross-examination plans; and issuing initial decisions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parties file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Licensing 
boards and presiding officers in current NRC adjudications use many of these 

lechniques, and should continue to do so. 

II. 구체적 지침 

현 사법적 절차 및 정책은 NRC , ASLB , 공청회 관리자에게 공청회 절차를 차큰차 

단히 이끌어 주고， 그리고 이견이 있는 사안의 경우， 사법적 판결 행위에서 선속하 

- 398 -



면서 공정한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폭 넓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 NRC의 1981년 

정책성명에서는， ASLB가 효율적으로 사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할 몇 가지 기술 

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으로서는， 처분의 합리적 일정 설정， 이해 당사자들의 정리， 

타협 및 해결을 위한 회의의 주선， 현안 발굴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 공청회 사전 

심의를 위한 절차의 적절한 시기 제시， 공판 요약서/진술서/질의답변의 요건， 완료 

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초기 결정의 발급， 둥이 있다. 현 NRC 사법적 판결에서， 

ASLB 및 공청회 관리자는 이들 기술을 많이 사용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s set forth be10w, the Comrnission has identified severa1 of these techniques, 
as app1ied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Ru1es of Practice in 10 CFR Part 2, as 

well as variations in procedure perrnitted under the current Ru1es of Practice 

that licensing board shou1d app1y to proceedings. The Commission a1so intends 

to exercise its inherent supervisory authority, including its power to assume part 

or a100 of the functions of the presiding officer in a given adjudication, as 

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a particular proceeding. See, e.g. , Public Service 
Co. of New Hampshire (Seabrook Station, Units 1 and 2) , CLI-90-3, 31 NRC 

219, 229 099이. The Commission intends to promptly respond to adjudicatory 

matters placed before it, and such matters should ordinarily take priority over 

other actions before the Commissioners.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라， NRC는 10CFR2에 정한 행정절차 규정 및 공칭회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기술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NRC는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 

할 것 이 다. Public Service Co. Cγ New Hampshire (Seabrook Station, Units 1 
and 2) , CLI-90-3, 31 NRC 219, 229 (990) 참조. NRC는 제 안된 사법 적 처 분에 대 

하여 선속히 대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디-른 어떠한 사안보다 앞서서 

해결하여야 한다. 

1. H earing Schedules 

The Commission expects licensing boards to establish schedules for promptly 

deciding the issues before them, with due regard to the complexity of the 

contested issues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he Commission' s regulations 

in 10 CFR section 2.718 provide licensing boards a11 power necessary to regulate 

the course of proceedings, including to set schedules, resolve discovery disputes , 

and take other action appropriate to avoid delay. Powers granted under section 

2.718 are sufficient for licensing boards to control the supplementation of 

petitions for leave to interview or requests for hearing, the filing of co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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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dispositive motions, hearings, and the submission of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1. 공청회 힐정 

NRC는 ASLB가， 이의신청이 있는 사안의 경우， 그 복잡성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이 

해 관계와 관련하여， 그 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일정을 설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 

다. lOCFR2.718 절에 있는 NRC 규정은 ASLB가 처분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권한을 가지며， 일정의 설정， 현안발굴 쟁의의 해결， 그리고 지연을 방지하는 적절 

한 기타 행위를 수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lOCFR2.718 절에서 부여한 권한은 

ASLB가 개입을 위한 소송 청원의 보충 혹은 공청회의 요청， 논쟁점/현안발꿀/재정 

신청/공청회의 서류신청， 그리고 법의 사실 심리 및 최종결론 제출을 관리하는데 충 

분하다. 

Many provisions in Part 2 establish schedules for various filings , which can be 

varied "as otherwise ordered by the presiding officer." Boards should exercise 

their authority under these options and 10 CFR section 2.718 to shorten the 

filing and response times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to the extent practical in a 

specific proceeding. In addition, where such latitude is not explicitly afforded , as 

well as in instances in which sequential (rather than simultaneous) filings are 

provided for, boards should explore with parties a11 reasonable approaches to 

rec\uce response times and to provide for simultaneous filing of documents. 

10CFR2에서는 여러 항목 여러 경우에 대하여 ”공청회 관리자가 별도로 명령하기 

전에는" 일정을 정하고 있다. ASLB는 사안에 따라서 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lOCFR2.718 절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접수 및 대응 시간을 단축하도록 권 

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추가로， 이러한 경우가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서류 접수가 

일련으로 (동시가 아니라) 이루어 지는 경우라도， ASLB는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 

에 합리적인 일정 단축에 노력하고 동시 서류접수를 제안하여야 한다. 

Although current regulations do not specifically address service by electronic 

means, licensing boards, as they have in other proceedings, should establish 
procedures for electronic filing with appropriate filing deadlines, unless doing so 

would significantly deprive a party of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the proceeding. Other expedited forms of service of documents in proceedings 

may also be appropriate. The Commission encourages the Iicensing boards to 

cO l1side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to expedite proceedings as those 
lechnologies becom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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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은 전자통신 수단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ASLB는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한， 이해 당사자가 판결 행위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행사할 권 

리를 빼앗지 않는 한， 서류 접수 절차 및 기한 둥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 행위 

에서 문서 접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사용할 수 있다. NRC는 ASLB 

가 판결 행위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 가능해 지면 이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Boards should forego the use of motions for summary disposition, except upon a 

written finding that such a motion will likely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issues to be decided, or otherwise expedite the proceedings. In addition, any 

evidentiary hearing should not commence before completion of the Staff’s Safety 

Evaluation Report (SER) or Final Environmental Statement (FES) regarding an 

application, the unless presiding officer finds that beginning earlier, e.g. , by 

starting the hearing with respect to safety issues prior to issuance to the SER. 
will indeed expedite the proceeding,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of going 

forward on the Staff’ s ability to complete its evaluations in a timely manner. 

Boards are strongly encourages presiding officers to issue decisions within 60 

days after the parties file the last pleadings permitted by the board's schedule 

for the proceeding. 

ASLB는 요약 정리를 위한 재정 선청의 사용을， 이 새정 선청이 결정해야 할 사안 

의 수를 엄청나게 줄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디면 판낀 행위블 선속히 하게 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될수록 지양하여야 한다. 추가로， 공칭회 판리자가 공청회 조기 

시작이 처분을 신속히 하고 동시에 NRC 요원들이 시간에 맞추어 충분한 평가를 수 

행할 수 있다고 확인하기 전에는， NRC 요원플이 SER (안전성평가서) 혹은 FES 

(최종환경영향진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어띠한 증거를 제시하는 공청회를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ASLB는 중간 판정의 발급블 선속히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 

는 바이다. 그리고 NRC는， 공청회 관리자가 처분윤 워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최종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ASLB가 수락한 후 60일 내에 갤정을 내리도록 강력히 권고 

하는 바이다. 

Appointment of additional presiding officers or licensing boards to preside over 

discrete issues simultaneously in a proceeding has the potential to expedite the 

process , and the Chief Administrative Judge of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ASLBP) should consider this measure under appropriate 

circumstances. In doing so, however, the Commission expects the Chief 

Administrative Judge to exercise the authority to cstablish multiple board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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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1) the proceeding involves discrete and seperable issues; (2) the issues can 

be more expeditiously handled by multiple boards than by a single board; and 

(3) the multiple boards can conduct the proceedings in a manner that will not 

unduly burden the parties. Private Fuel Storage, LL C. O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Facility), CLI-98-7, 47 NRC 307 (998). 

한 개의 처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청회 관리자 및 

ASLB를 추가로 임명하는 것은 이 판결과정을 신속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ASLBP의 주섬행정판사는 적절한 경우 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NRC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주섬행정판사가 권한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1) 처분이 분리되어 있고 법적으로 별개인 사안을 취급하는 경우; 

(2) 사안을 한 개보다 여러 개의 ASLB에서 더 신속히 다룰 수 있는 경우; (3) 여러 

개의 ASLB가 처분을 진행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 

우. Private Fuel Storage, LL C. O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Facility) , 

CLI -98-7, 47 NRC 307 (998) 참조. 

The Commission itself may set milestones for the completion of proceedings. If 

the Commission sets milestones in a particular proceeding and the board 

determines that any single milestone could be missed by more than 30 days , the 

licensing board must promptly to inform the Commission in writing. The board 

should explain why the milestone cannot be met and what measures the board 

will take insofar as is possible to restore the proceeding to the overall schedule. 

NRC 자체는 처분 완결을 위한 주요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특정 처분에 대하여 

NRC가 주요일정을 확정하고， 이 일정에 대하여 ASLB가 30일 이상 차이가 난다고 

결정하는 경우， ASLB는 서면으로 NRC에 즉시 그 사섣을 보고하여야 한다. ASLB 

는 주요일정을 맞출 수 없는 이유와 전체 일정에 따라 처분을 본 궤도에 올려 놓 7] 

위하여 ASLB가 취할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Parties' Obligations 

Although the Commission expects its licensing boards to set and adhere to 

reasonable schedules for the various steps in the hearing process,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boards will be una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policy statement unless the parties satisfy their obligations. The parties 

to a proceeding, therefore, are expected to adhere to the time frames specified in 

the Rules of Practice in 10 CFR Part 2 for filing and the scheduling orders in 

the proceeding. As set forth in the 1981 policy slatement, the licensing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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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xpecte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ese 

schedules. The Commission, of course, recognizes that the boards may grant 

extensions of time under some circumstances, but this should be done only 

when warranted by unavoidable and extreme circumstances. 

2. 01혜 당사자들의 의무 

ASLB가 공청회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합리적 일정을 설정하고 준수하기를 기대함 

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ASLB가 이 정책 

성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NRC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 이해 당사 

자들은 lOCFR2에 정한 행정절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접수 일정의 틀 및 처 

분에서의 겔정표 상의 주문을 지켜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981년 정책성명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ASLB는 이 들 일정의 준수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 

록 바라는 바이다. 물론， NRC는 ASLB가 어떤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필요불가분한 극단적 경우에만 허용되어 

야 한다. 

Parties are also obligated in their filings before the board and the Commission 

to ensure that their arguments and assertions are supported by appropriate and 

élccurate references to legal authority and factual basis. including , as appropriate, 

citation to the record.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material being stricken 

from lhe record or, in extreme circumstances, in a party being dismissed. 

이해 당사자플은 또한 ASLB 및 NRC 앞에 접수된 서류에서， 법적 당국에 그들의 

주장플 적절하고 명확한 참고문헌으로 혹은 사실 기준으로， 적절한 경우， 기록에 대 

한 인용플 포함하여 뒷받침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불이행 시에는 기록에서 

삭셰퍼딘지 흑은 극단적 싱-황에서는 이행 당사자가 추망 딩-할 수 있디 

3. Conlenlions 

Currently , in proceedings governed by the prOVlS lOns of Subpart G, 10 CFR 

Section 2.714Cb)C2)(iiD requires that a petitioner for intervention shall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show that a genuine dispute exists with the applicant 

on a material issue of law or fac t. ll The Commission has stated that a board 

1 "[A]t the contention filing stage[,] the factual support necessary to show that 

;\ gcnuine dispute exists need not be in affidavit or formal evidentiary from and 

ncccl nol bc of lhe quality necessary to withstancl a summary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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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appropriately view a petitioner’s support for its contention in a light that is 

favorable to the petitioner, but the board cannot do so by ignoring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section 2.714(b)(2). Arizona Public Service Co. (Parlo 

Verde Nuclear Generating Station, Units 1, 2, and 3), CLI-91-12, 34 NRC 149, 

155 (1991). The Commission reemphasizes that licensing boards should continue 

to require adherence to section 2.714(b)(2) , and that the burden of coming 

forward with admissible contentions is on their proponent. A contention' s 

proponent, not the licensing bo따d， is responsible for formulating the contention 

and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satisfy the basis requirement for the 

admission of contentions in 10 CFR section 2.714(b)(2). The scope of a 

proceeding, and as a consequence, the scope of contentions that may be 

admitted, is limited by the nature of the application and pertinent Commission 

regulations. For example, with respect to license renewal,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s in 10 CFR Part 54, the review of license renewal applications is 

confined to matters relevant to the extended period of operation requested by 

the applicant. The safety review is limited to the pla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as delineated in 10 CFR section 54.4) that will require an aging 

management review for the period of extended operation or are subject to an 

evaluation of time-limited aging analyses. See 10 CFR sections 54.21(a) and (C), 

54.29, and 54.30. In addition , the review of environmental issues is limited by 

rule by the generic findings in NUREG • 1427,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GEIS) for License Renewal of Nuclear Plants." See 10 CFR sections 

55.7Hd) and 51.95(c). 

3. 푼챙 

현재 Subpart G의 항목이 지배하는 처분에서， 10 CFR 2.714(b)(2)(iii) 절은 법적 흑 

은 사실적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개입을 원하는 원고가 사업자와 정당한 

쟁점이 있을 때， 이를 주장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NRC는 ASLB가 

motion." Rules of Practice for Domestic Licensing Proceedings Procedural 

Changes in the Hearing Process, Final Rule, 54 Fed. Reg. 33,168, 33,171 (Aug. 

11 , 1989) 
2 분쟁 접수 단계에서， 정당한 쟁의가 존재한다는 것윤 보이기 위한 사실을 근거로 

한 자료는， 보증서 혹은 증거를 제시하는 공식적 서류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약 

정리 재정신청에서 견디는데 필요한 정도로 철저히 준바할 펠요는 없다. 참조" 

Rules o.f Practice for Domestic Licensing Proceedinas Procedural Chanaes in 

the Hearing Process , Finα1 Rule, 54 Fed. Heg. :):=1 .1 ()~. :B,171 (Aug. 11 , 19~9) 

404 



원고 측에 유리한 측면에서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언급하여 왔다. 그러나 ASLB 

는 2.714(b) (2)에 정해진 요건에 무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Arizona Public 

Service Co. (Parlo Verde Nuclear Generating Station, Units 1, 2, and 3), 

CLI -91-12, 34 NRC 149, 155 (1991) 참조. NRC는 ASLB가 2.714(b)(2)를 준수하여 

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그리고 분쟁을 받아드리는 것 자체가 결국 사 

업 제안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ASLB가 아니라 바로 사 

업 제안자가 2.714(b)(2)의 분쟁에 대한 제반 정보를 준비 제공하는 것이다. 처분의 

범위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용할 분쟁의 범위는 사업 제안서의 성격과 해당 NRC 규 

정에 의하여 정해 진다. 예를 들어서， 1OCFR54에 의한 면허 재발급에 관하여， 면허 

재발급 신청서의 검토는 사업 제안자가 요구한 가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하여야 한다. 안전성 검토는， 1OCFR54.4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 

장 기간 동안 시효 연장 관리에 필요하거나 혹은 시효 분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 

는 계 통， 구조물， 부품에 한정 하여 야 한다. lOCFR54.2Ha) 및 (C), 54.29, 54.30 절 참 

조. 이에 추가로 환경 관련 평가는， 규정에 의하여 NUREG-1427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GEIS) for License Renewal of Nuclear Plants) 

에 제시된 포괄적 사안에 한정된다. lOCFR55.7Hd) 및 51.95(C) 절 참조. 

U nder the Commission ’s Rules of Practice, a licensing board may consider 

matters on its motion only where it finds that a serious safety, environmental, 

or common defense and security matter exists. 10 CFR section 2.76Oa. Such 

authority is to be exercised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f a board 

decides to raise matters on its own initiative, a copy of its ruling , setting forth 

in general terms its reasons , must be transmitted to the Commission and the 

General Council. Texas Utilities Generating Co. (Comanche Peak Steam Electric 

Station , Units 1 and 2), CLI-81-24, 14 NRC 614 098n The board may not 

proceed further with sua sponte issues absent the Commission ’ s approva l. The 

scope of a particular proceeding is limited to the scope of the admitted 

contentions and any issues the Commission authorizes the board to raise sua 

sponte. 

NRC의 행정절차 규정에 따라， ASLB는 섬각한 안전성， 환경， 혹은 국방/안보 문제 

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될 때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lOCFR 

2.760a 젤 침-조. 이러한 권한 행사는 특수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ASLB가 자의 

에 의한 발의를 결정한다떤， 그 결정에 대한 서류 복사본 1 부와 그 타당한 이유를 

NRC 및 평의회 (General Council)에 제출하여야 한다. Texas Utilities Generatin[.! 

Co. (Comanche Peak Steam Electric Station, Units 1 and 2), CLI-81 • 24, 14 NRC 

614 (981) 찬조. ASLB는 NRC의 허락 없이 자기가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계속 추 

구해서는 아니 된디. 처분은 허락된 분쟁의 범위 그리고 NRC가 하락한 반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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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야 한다. 

Currently, 10 CFR section 2.714a a110ws a party to appeal a ruling on 

contentions only if (a) the order who11y de띠es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i.e., the order denies thepetitioner' s standing or the admission of a11 of a 

petitioner’ s contentions) or (b) a party other than the petitioner a11eges that a 

petition for leave to intervene or a request for a hearing should have been 
wholly denied. Although the regulation reflects the Commission ’s general policy 

to minimize interlocutory review, under this practice, some novel issues that 

could benefit from early Commission review will not be presented to the 
Commission. For example, matters of first impression involving interpretation of 

10 CFR Part 54 may arise as the Staff and licensing board begin considering 

applications for renewal of power reactor operating licenses. Accordingly, the 

Commission encourages the licensing boards to refer rulings or certify questions 

on proposed contentions involving novel issues to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10 CFR section 2.730(f) early in the proceeding. 1n addition, boards are 

encouraged to certify novel legal or policy questions related to admitted issues 

to the Commission as early as possible in the proceeding. The Commission may 

also exercÏse its authority to direct certification of such particular questions 
under 10 CFR section 2.718(i). The Commission, however, will evaluate any 

matter put before it to ensure that interlocutory review is warranted. 

현재 lOCFR2.714a 절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는 다유과 같은 경우에 분쟁에 대한 결 
정에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a) 그 결정이 소송을 통하여 개입할 청원을 

허락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결정이 원고의 입장 혹은 원고 

의 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b) 그 결정이 원고를 제 

외한 기타 이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개입할 청윈블 혹은 공청회 요구를 완전히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록 규정이 중간 검토릅 최소화하려는 NRC의 일반 정 

책플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 행정절차에 의하면， NRC 조기 겸토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색다른 사안을 NRC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NRC 요 

원과 ASLB가 원자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lOCFR54의 해 

석과 관련된 초기 인상적인 사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ASLB가 색다른 사안 

을 다루는 분쟁에서， lOCFR2.730(f)를 준수하여， 처분 초반에 결정사항을 참조하거 

나 혹은 전.문사항을 확인하도록 NRC는 권고하는 바이다. 이에 추가로， ASLB는， 

처분에서 가능한 신속히， 사안과 관련된 NRC에 대항하는 색다른 법적 혹은 정책 

젤문이 있으면 이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NRC는 lOCFR2.718W 절에 따라 

이더한 젤문을 확인하도록 명하는 권한블 또한 행사한 수 있다. 그러나 NRC는 중 

간 섬도가 보장되도록， 잎에 놓인 제반 사항뜰을 평가할 것이다. 

4.06 



4. Discovery Management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retrial discovery process is critical to the overa11 

progress of a proceeding. Because a great deal of information on a particular 

application is routinely placed in the agency' s public document rooms, 

Commission regulations already limit discovery against the Staff. See, e.g., 10 

CFR sections 2.720(h), 2.744. Under the existing practice, however, the Staff 

frequently agrees to discovery without waiving its rights to object to discovery 

under the rules, and refers any discovery requests it finds objectionable to the 

board for resolution. This practice remains acceptable. 

4 현안발굴 관리 

공청회 전에 현안을 발굴하는 효율적 관리는 처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 각 사업제안 신청서 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정규적으로 공공문서 비치실에 

비치되기 때문에， NRC 규정은 요원에 NRC에 대항하는 현안발굴을 이미 제한하고 

있다. lOCFR2.720(h). 2.744 절 참조. 그러나 관례에 의하면 NRC 요원은 규정에 따 

라 NRC에 대항하는 현안발굴에， NRC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종종 동의하고 

있으며. ASLB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안발꿀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관 

려l 는 계속 수용될 것이다. 

Application in a particular case of procedures similar to provlslons in the 1993 

amendments to Rule 26 of the Federal Hules of Civil Procedure or informal 

discover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iscovery process among other 

parties. The 1993 amendments to Hule 26 provide. in part. that a party shall 

provide certain information to other parties without waiting for a discovery 

reques t. This information includes the names and addresses. if known. of 

individuals likely to have discoverable information relevant to dispute facts and 

copies or descriptions, including location, of a11 documents or tangible thing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the party that are relevant to the dispute facts. The 

Commission expects the licensing boards to order similar disclosure (and 

pertinent updates) if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proceedings. 
With regard to the Staff, such orders sha11 provide only that the Staff identify 

the witnesses whose testimony the Staff intends to present at hearing. The 

licensing board should also consider requiring the parties to specify the issues 

for which discovery is necessary. if this ma~r narrow the issues requmng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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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에 대한 연방규정 26의 1993년 개정 관련 사항과 유사한 절차와 같은 특별 

한 경우 혹은 비공식적인 현안발굴은， 상대방 다른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현안발굴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규정 26의 1993년 개정에서는 일부 이해 당사자 

는 현안발굴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이해 당자들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이 정보에는 쟁점이 된 현안발굴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성명과 주소， 

관련 보유/통제 가능한 모든 문서 및 자료의 복사본 혹은 내용을 포함한다. NRC는 

ASLB도 유사한 정보 개방을 할 것을 기대한다. NRC 요원의 경우는 공청회에 나 

올 진술자를 밝히는 것만을 제공할 것이다. ASLB는 또한 현안발굴을 요하는 사안 

들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안발굴이 펼요한 사안들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Upon the board ’s completion of rulings on contentions, the Staff will establish a 
case file containing the application and any amendments to it, and, as relevant 

to the application, any NRC report and any correspondence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NRC. Such a case file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a hearing file established pursuant to 10 CFR section 2.1231. Accordingly, the 

Staff should make the case file available to a11 parties and should periodica11y 

update it. 

ASLB가 분쟁에 관한 결정을 완료하는 즉시， NRC 요원은 사업자의 신청서 및 이 

에 관련된 개정， 신청서 관련 제반 NRC 보고서 및 사업자와 사이의 통신 문서릅 

포함하는 판례 서류철을 작성할 것이다. 이 서류철은 lOCFR2.1231 절에 따라 작성 

한 공청회 서류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라므로， NRC 요원은 이 서류천올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입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Except for establishment of the case file, genera11y the licensing board should 

suspend discovery against the Staff until the Staff issues its review docu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Unless the presiding officer has found that starting 

discovery against the Staff before the Staff’ s review documents are issued wi11 

expedite the hearing, discovery against the Staff on safety issues may 
commence upon issuance of the SER, and discovery on environmental issues on 

issuance of the FES. Upon issuance of an SER or FES regarding an application, 

and consistent with such limitations as may be appropriate to protect proprietary 

or other properly withheld information, the Staff should update the case file to 

inc1ude the SER and FES and any supporting documents relied upon in the SER 

or FES not already inc1uded in th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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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류철을 작성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ASLB는， NRC 요원이 

사업 신청서에 대한 검토문서를 발간할 때까지， NRC에 대항하는 현안발굴은 보류 

하여야 한다. 공청회 관리자는， NRC 요원이 검토문서를 발간하기 전에 현안발굴을 

시작하는 것이 공청회 전체 일정을 앞당긴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성 사안의 경우 

SER을， 환경 사안인 경우 FES를 발간하는 즉시， NRC에 대항하는 현안발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SER과 FES을 발간한 즉시， 그리고 사업자의 지적 자산 보호를 보 

장하면서， NRC 요원은 판례 서류철을 SER, FES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개 

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The foregoing procedures should allow the boards to set reasonable bounds and 

schedules for any remaining discovery, e.g. , by limiting the number of rounds of 

interrogatories or depositions or the time for completion of discovery, and 

thereby reduce the time spent in the prehearing stage of the hearing process. 1n 

particular, the board should allow only a single round of discovery regarding 

admitted contentions related to the SER or the FES , and the discovery 

respective to each document should commence shortly after its issuance. 

앞서 언급한 절차는 ASLB가 남은 현안발꿀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와 일정을 설 

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섬문 및 증언의 횟수， 혹은 현안발꿀 완료 

를 위한 기간을 제한하여 공청회 과정에서 사전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줍여야 한 

다. 특히， ASLB는 SER 혹은 FES와 관련된 분쟁에서 단 한 벤띤-의 현안발권만 허 

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문서에 관련된 현안발균은 그 문서 발간 즉시 시작되어 

야 한다. 

III. CONCLUSION 

The Commission reiterates its long-standing cO ll1ll1iLll1ent to the expeditious 

completion of adjudicatory proceedings while sLill ensuring that hearings are fair 

and produce an adequate record for decision. The Commission intends to monitor 

its proceedings to ensure that they are being concluded in a fair and timely 

fashion. The Commission will take action in individual proceedings, as 

appropriate, to provide guidance to the boards and parties and to decide issues 

in the interest of a prompt and effective resolution of the matters set for 

adj udication. 

III.결콘 

~HC깐 공정회기- 공정하게 수행되고， 판섣플 위한 풍분힌. :;1 꽉욕 생산하띤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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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법적 처분을 신속히 완결하려는 오랜 의지를 재첨명하는 바이다. NRC는 매 

처분이 공정하게 그리고 기간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감시할 의향이다. NRC는 매 처 

분마다， ASLB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여， 사법적 판결을 요하는 사안 
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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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5 용어 (GLOSSARIES) 

acceptability 

actlOn 

actlvlty 

adjudication 

adjudicatory proceedings (or proceeding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gency (Federal Agency) 

Advisory Committee on Reactor Safety 

amendment 

antítrust 

applicant 

Atomic Energy Act 

Atomic Safety and Licensing Appeal Board 

보드)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s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Attorney General 

authority 

au thorizatiùn 

award 

board (ASLB) 

CilSC file 

changc 

Chief Administrative Judge 

Commission 

Commissioner 

compensatlOn 

compctence 

compromlse 

contested issues 

contested hearings 

content lOn 

court of appeals 

discovery management 

district COlπt 

dockcting 

411 

채택여부 

조치사항 

사업， 작업， 업무 

법적 효력을 갖게 함 

법적효력을 갖는 처분 (처분) 

행정절차조례 

연방기관 

ACRS (원자로안전자문위원회) 

개정 

독점금지 

허가신청자 

AEA (원자력조례) 

ASLAB (원자력안전 및 인허가재섬 

ASLB (원자력안전 및 인허가 보드) 

ASLB 패널 

법무장관 

딩-국 

허가， 승인 
Iλl 
...L- 。

ASLB 

판례 서류전 

변경 

주섬행정판사 

NRC (미핵규제위원회) 

NRC 위웬 

변싱-

자격 

절충 

이의선청이 있는 사안 

이의선청이 있는 공청회 

분쟁 

항소볍윈 

현안발권 관리 

지방법원 

문서멘호 부여 



document 

evidentiarγ hearing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Federal Agency (Agency) 

Federal Register 

Final Environmental Statement 

grant 

hearing (public hearing) 

lmmumty 

intervention 

lssuance 

judicial review 

jurisdiction 

licensee 

license renewal 

licensing proceedings 

modification 

moot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f-site 

Office of NucIear Reactor Regulation 

Office of NucIear Regulatory Research 

Office of NucI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on~sltc 

orcler 

pélnel 

party 

penalty 

personncl 

peLItlOner 

prac tJces 

presiding officers 

proceeclin닫 

provlslon 

Public Document Room 

public hearing (hearing) 

reccqJL 

- 412 

문서 

증거를 제시하는 공청회 

NRC운영총국장 

연방기관 

연방관보 

FES (최종환경진술서) 

승인 

공청회 

면책 

개입 
님L二그 
2.1=l 

사법적 검토 

관할권 

허가취득자 

면허 갱신 

인허가 처분 

수정 

모의 재판 

NEPA (국가흰경 정 책조례) 

소외 

원자로규제국 

원자력규제연구국 

핵둡첼 및 안전조치국 

소내 

명령 

ASLB 패년 
이해 당사자 

tl-l 7.1 
2. • 1 

7-1 .9) 
-,-\.2 

윈고 

관례 

공청회 주재자 

」 UlC 

규정， 상치， 

공공문서띤란설 

공칭회 

인수 



reinstatement 

remand 

renewal 

revoke 
royalty 

rulemaking 

rules and regulations 

Rules of Practice in 10 CFR Part 2 

safeguards 

safety margin 
Safety Evaluation Report (SER) 

Secretary 

settlement 

staff 
statement of policy (or policy statement) 

statute 

stay 

summary disposition motion 

suspend 
tendered application 

testing facility 

transfer 

violation 

W 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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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반송 

갱선 

취소 

사용료 

법제정 

법규 

lOCFR2에 정한 행정절차법 

안전보장조치 

안전여유도 

SER (안전성평가서) 

행정관 

타협 

NRC 담당자 

정책성명 

법령 

유예 

요약 정리 재정신청 

보류，중지 

”제출된” 선정서 

시험시설 

이전 

규정위반 

기권 



부록 4-1 STATUTORY INSTRUMENTS , 1990 
No. 528 법 령 (1990년 528조) 

TRffiUNALS AND INQUIRIES 
법정 및 공청회 

The Electricity Generating Stations and Overhead Lines Onquiries Procedure) 

Rules 1990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관한 법 (공청회 절차)， 1990년 

Made - - - -

Laid be.fore Parliament 

Coming into .force 

1h March 1990 
gh March 1990 

3rt March 1990 

제정 

궁화상정 

발효 

1990년 3월 7일 

1990 년 3월 9얄 

1990 년 3월 31 일 

The Lord Chancellor,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on him by section 11 

of the Tribunals and Inquiries Act 1971(a} ,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uncil on Tribunaìs, hereby makes the following rules: 

대법관은， 법 정 및 공청회 조례 (Tribunals and Inquiries Act) 1971(a} 의 11 절에 띠

라 수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법정 평의회 (Council on Tribunals)와의 협의룹 거쳐， 

다음의 볍뜰을 제정한다: 

Citation and commencement 

인용과 개시 

l. These rules may be cited as the Electricity Generating Stations and 

Overhead Lines (Inquiries Procedure) Rules 1990 and sha11 come into force on 
31 니 March 1990. 

l. 본 법들은 발전소 및 송전선 (공청회 절차)법 1990으로 인용될 수 있고， 1990년 

3윌 31 일을 가준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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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해석 

2. (1) In these rule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2. (1) 본 법들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 -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made under paragraph 1 of Schedule 8 for 

(a) consent under section 36 to construct, extend or operate a generation station; 

(b) consent under section 37 to install or keep installed an electric line above 
ground, 

”허가신청(서)"는 다음에 대한 Schedule 8의 단락 1에 따른 허가신청(서)을 의미한 

다-

(a) 36절에 따른， 발전소 건설， 확장， 운전에 대한 동의; 

(b) 37절에 따른， 지상전선 설치 및 유지에 대한 동의， 

and "applicant" means the person making an application; 

그리고 ”허가신청자”란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ssessor" means the person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sit with an 

inspector at an inquiry or reopened inquiry to advise the inspector on such 

matter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specify; 

”평가관”은 담당장관이 열거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 주재지-에게 권고하는 역헬-욕 수 

행하기 위해， 공청회나 재개된 공청회에서 공청회 주재자와 동석하도콕 담당장관이 

임명한 자를 의미한다; 

"document" includes a photograph, map or plan; 

’문서”는 사진， 지도， 계획 등이 포함한다; 

"electric liíle" and "generating station" have the same meanings as in section 64; 

”전선”과 ”발전소”는 64절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디 

"inquiry" means any inquiry to which lhesc rule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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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본 법들이 적용되는 제반 공청회를 의미한다; 

"inspector" means a person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hold an 

inquiry relates or a re-opened inquiry; 

”공청회 주재자”은 공청회 및 재조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담당장관이 임명한 자를 

의미한다; 

"the land" means the landüncluding trees or buildings) to which an inquiry 

relates; 

”닙 71" ‘一
，/、’ = 공청회와 관련된 땅(숲이나 건물을 포함하여)을 의미한다; 

"outline statement" means a written statement of the principal submission which 

a person proposes to put forward at an inquiry; 

”개요 진술서”란 개인이 공청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잘 나타낸 서면상의 진 

술서를 의미한다; 

"person entitled to appear at an inquiry" means a person described in rule lH 1), 

and cognate expressions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공청회 참석권을 가진 개인”이란 법 1 1(1)에 기숨된 개인을 의미하며， 그와 갇은 

종류의 표현도 그에 따라 적절히 해석하도록 한다; 

’”’ prπre--mq띠qu비lÍry meeting" means a meeting held before an inquiry to consider what 

may be done with a view to securing that it is conducted efficiently and 

expeditiously; 

”예비공정회의”는， 공청회콸 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판요한 사항관을 

고려하기 위해， 공청회 이전에 개최되는 공청회를 의미한다; 

"qualifying objector" means-

(a)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has caused a public inquiry to be held under 

paragraph 2 or 3 of Schedule 8 in respect of an applicatio !1 anyone who has 

objected to the applicatio!1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under paragraph :-H 1) 

of that Schedule; 

416 



(b)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has caused a public inquiry to be held under 

section 62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notice of which was not required to be 

published by regulations under paragraph 30) of Schedule 8, anyone who has 

made a written objection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before the relevant date, 

and whose objection has not been withdrawn; 

”유자격 반대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담당장관이， 허가선청서와 관련하여， Schedule 8의 단락 2 또는 3에 따라 공청 

회를 개최하도록 할 경우， 동일 Schedule의 단락 30)의 법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반 

대하는 자; 

(b) 담당장관이， 허가신청서와 관련하여， 62절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Schedule 8의 단락 3(1)의 법에 따라 그 통지가 공포될 필요가 없플 경우， 담당장관 

또는 관련 지방계획청에게 관련일자 이전에 그 허가신청서에 대한 서면상의 반대를 

하는 자，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않은 자; 

"relevant date" means the date of the Secretary of State ’s written notice to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of his intention to cause an inquiry 

to be held, and "relevant notice" means that notice; 

”관-렌일자”란， 딛1- 딩-장관이， 공청회콸 개최한디-는 그의 서만상의 춰지 통지륜， 허가선 

청자 및 관련 지빙-계획침에 통7-1 한 엘지-플 의미하고판떤통지”런- 그 동지룹 의미 

한다; 

"relevant planning authority" has the samc meaning as in paragraph 2(6)(a) of 

Schedule 8; 

”관-렌 지 l상계획청”은 Schedule 8의 딘-텍. 2(6)(a)와 갇은 의미를 잦는다; 

"statement of case" means a written statement which contains full particulars of 

thc case v;:hich a person proposes to put forward at an inquiry and a list of any 

document which that person intends to refer to or put in evidence. 

”사례 진술서”한， 개인이 공정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건(소송)에 대한 모든 상세 

한 전만과， 그 개인이 증거로서 제출하거나 또는 참조하려고 하는 문서의 꼭록을 

표한히은 서변 진슛서륜 의미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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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in these rules-

(a) any reference to a numbered section or Schedule is a reference to that 

section of, or that Schedule to the Electricity Act 1989(a); and 

(b) any reference in a rule to a paragraph is a reference to a paragraph of that 

rule. 

(2) 그 문맥상 다르게 요구하지 않으면， 본 법들에서는-
(a) 번호가 붙여진 절 및 부칙 (Sched비e)에 대한 어떤 언급은 전기조례(Electricity 

Act) 1989(a)에 해 당하는 절 및 부칙 (schedule)을 의 미 한다; 그리 고 

(b)어떤 단락의 법에 대한 언급은 그 법이 속한 단락에도 해당된다. 

Application 

허가신청 

3. These rules apply in relation to any public inquiry cau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be held in English and Wales-

(a) under paragraph 2 or 3 of Schedule 8; 

(b) under section 62 in relation to any application notice of which was not 

required to be published by regulations under paragraph 3(1) of Schedule 8. 

3. 본 법들은 다음 단락에 따라 담당장관에 의해 English와 Wales에서 개최된 공정 

회에 대해 적용된다 -

(a) Schedule 8의 단락 2나 에 따라; 

(b) Schedule 8의 단락 3( 1)의 법 에 의 해 그 공포가 요구되 지 않는 히 가신 청 

동지와 관련하여 62절에 띠라. 

Preliminary information 
예비 자료 

4.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issue of a 

relevant notice inform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in 
writing of the name and address of any qualifying objector who has 

representation to him. 

4. 담당장관은 관련통지 발부 이후 가능한 빨리， 반대륜 표명한 유자격 반대자의 이 

름 및 주소를 서면으로 허가선청자 및 관련 지방계획칭에 얄리도콕 한다. 

Procedure where Secretary of State causes pre-inquiry meeting to b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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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장관이 예비공청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 

5.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cause a pre-inquiry meeting to be held if it 

appears to him desirable and where he does so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5. (1) 담당장관은， 만약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예비공청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러할 경우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erve with the relevant notice a notification of 

his intention to cause a pre-inquiry meeting to be held and statement of the 

matters which appear to him to be likely to be relevant to his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in question; and where another Minister of the Crown or a 

government department has expressed in writing to the Secretary of State a 

view that the application should not be granted either wholly or in part. or 

should be granted only subject to condition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et 

this out in his statement and shall supply a copy of the statement to the 

Minister or government department concerned. 

(2) 담당장관은， 예비공청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의 취지 통지와， 현안이 되고 

있는 허가신청서를 고려할 시 관련될 수 있는 사안뜰에 대한 진술서를， 관련통지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각료나 정부 부서가 서면으로 담당장관에게 그 

허가신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승인되어서는 안되거나 또는 조건부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경우， 담당장관은 진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그 각료나 

관련 정부부서에 그 진술서 사본을 제공한다. 

(3) The applicant shall cause to be published in a newspaper circulating in the 

locality in which the land is situated a not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s 

intention to cause a pre-inquiry meeting to be held and out of the statement 

ser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3) 허가신청자는， 예비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담당장관의 취지 통지와 단 

락 (2)에 따라 송달되는 진술서에 대한 통지를， 그 지역에서 구독되는 신문에 공포 

해야 한다. 

(4) The notice pu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refer to and include the 

lext of any statement ser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4) 만렌- (3) 에 따라 공포되 는 통지 는 단릭-(2)에 따라 송단되 는 진술서 내용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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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포함해야 한다. 

(5)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and the applicant sha11, not later than 8 

weeks after the relevant date, serve an outline statement on each other and on 

the Secretary of State. 

(5) 관련 지방계획청과 및 허가신청자는， 관련일로부터 후 8주 내에， 담당장관에게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개요진술서를 송부해야 한다. 

(6) The Secretary of State may in writing require any other person who has 

notified him of an intention or a wish to appear at the inquiry to serve, within 

4 weeks of being so required, an out1ine statement on the Secretary of State,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6) 담당장관은， 공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향 및 취지를 통지한 기타 개인에게， 

4주 이내에， 담당장관， 관련 지방계획청， 허가신청자에게 개요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서변으로 요구할 수 있다. 

(7) The pre-inquiry meeting or,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the first meeting , 

sha11 be held not later than 16 weeks after the relevant date. 

(7) 예비공청회의， 또는 1회 이상 개최될 경우에 최초의 공청회는， 관련일지-로부터 

16주 내에 열려야 한다. 

(8)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give not less than 21 days' written notice of 

the pre-inquiry meeting to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 the applicant, any 

person known at the date of the notice to be a person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and any other person whose presence at the pre-inquiry meeting seems 

Lo him to be desirable; and h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take, in relation to 

notification of the pre-inquiry meeting , one or more steps which he may under 

rule 10 require him to take in relation to notification of the inquiry. 

(8) 담당장관은 21일 내에 관련 지방계획청， 허가신청자 통지의 날짜를 통보한 개 

인， 예비공청회의 출석 대상인 다른 개인에게， 예비공청회의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 

도룩 한다. 그리고， 담당장관은 허가신청자에게， 법 10에 준하여 허가신청자가 공정 

회 통지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절차들을， 예비공청회의의 통지와 관련하여 취하도 

꽉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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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inspector sha11 preside at the pre-inquiry meeting and sha11 determine 

the matter to be discussed and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nd he may 

require any person present at the meeting who, in his opmlOn, is behaving in a 

disruptive manner to leave it and he may refuse to permit him to return or to 

attend any further pre-inquiry meeting, or may permit him to return or to 

attend only on such conditions as he may specify. 

(9) 공청회 주재자는 예비공청회의를 주재하고， 수행 절차 및 토론할 사안들을 결정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공청회시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는 출석자에게， 자신 

의 의견에 따라，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다시 참석하거나 계 

속되는 공청회에 참석하게 허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는 그 개인이 다시 

참석하거나 조건부로 참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rvice of statement of case, etc. 

사례진숨서의 송부， 기타 사항 

6. (1) Subject to paragraphs (5) and (7) , each of 

(a) the applicant; 

(b)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and 

(c) any person who, having notified the Secretary of State of his intention or 

wish to appear at the inquiry , has been required in writing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this paragraph, 

shall serve a statement of case on each of the others, on the Secretarv of State 

and on any or any other qualifying objector. 

6. (1) 단락 (5)와 (7)에 따라서， 다음 각각은 다른 판련인， 덤-당장관， 유자격 반대자 

등에게 사폐 진숨서플 송단해야 한다. 

(a) 히가선장자 

(b) 관련 끼뱅-계획청 
(c)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향 및 취지를 담당장판에게 똥지한 자로서， 담당장 

관이 본 민-럭의 요건윤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한 지 

(2) A sLatemcnt of case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applicant or the relevant 

planning auLhority shall be served not later than 

(a) 6 weeks aftcr the relevant date, or 

(b) in any casc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causes a pre-inquiry meeting to 

be held pursuant to rule 50) , 4 weeks after thc conclusion of that meeting or 

lhe lasl such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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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자나 관련 지방계획청이 송부해야 하는 사례진술서는 다음의 기한 이 
내로 송부꾀어야 한다 

(a) 관련일로부터 6주 

(b)담당장관이 법 5(1)에 준하여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난 공청회 또는 

그 공청회의 결론 이후 4주 

(3) Any other statement of case sha11 be served not later than 4 weeks after 

the date of the Secretary of State ’s notice requiring it to be served. 

(3) 어떤 다른 사례진술서는 그것의 송달을 요구하는 담당장관의 통지 날짜 후 4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4) The Secretary of State sha11 inform any person from whom he requires a 

statement of ca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c) of the name and address 

of every person on whom the statement of case is required to be served. 

(4) 담당장관은， 단락 (1)(c)에 따라 사례진술서 송닫을 요구한 개인에게， 그 사례진 
술서가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개인의 이류과 주소를 알려야 한다. 

(5)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inspector may require any person who has 

served a statement of case in accordance with this rule to provide such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matters contained in the statement as he may specify. 

(5) 담당장관이나 공청회 주재자는， 본 법에 따라 사려l 진숭서플 송탈한 개인에게. 

추가 자료콸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였디 

(6) Any person serving a statement of case on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crve with it a copy of any document, or of the relevant part of any document. 

referred to in it. 

(6) 담당장관에게 사례진술서를 송달하는 개인은， 참조한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의 

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7)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it expedient, having regard to the 

number of qualifying objectors and the length of a statement of case, he ma~. 

authorise any person required to serve a statemenl of case under paragraph 

(1)(C) to serve it only on the applicant , the rele\'ant planning autho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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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self; and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so authorises he sha11 make 

arrangements for notice to be given to the other par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l)(c), stating the times and places at which they may examine the statement of 

case and, where practicable, take copies of it. 

(7) 유자격 반대자의 수나 사례진술서의 분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담당장관은 (l)(c)에 의해 사례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허가 

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및 담당장관에게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담당장관은 (l )(c)에서 기술된 해당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사례진술서를 검토 

하고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8) Where, in the case of an appIication under section 36 the Secretary of State 

has not given notice under rule 5(2) of his intention of cause pre-inquiry 

meeting to be held, he shall not Iater than 12 weeks after the relevant date 

serve a written statement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on the 

applicant,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and any person from whom he has 

required a statement of case under paragraph (l)(c). 

(8) section 36에 따른 허가신청에서 담당장관이 예비공청회의에 대한 법 5(2)에 따 

른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장관은 공청회 소집 예정에 대한 서면 동지 날짜 

이후 12주 이내에 허가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및 (l)(c)에 따라 사례진숭서를 요 

구받은 자에게 서떤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Inspector ’ s power to hold pre-inquiry meetings 

공청회 주재자의 예비공청회의 소집권 

7. An inspector may hold a pre-inquiry meeting where he considers it 

desirable( whether or not one was held pursuant to rule 50)). and shall arrange 

for not less than 14 days' written notice of any such meeting to be given to 

the applicant,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 and person known at the date of 

the notice to be a person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and any other person 

whose presence at the meeting appears to him to be desirable/ and rule 5(9) 

shall apply to a pre一inquiry meeting held in accordance with this rule. 

7. 공청회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5( 1)에 따른 소집 여부와 관계없 

이) 예비공청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허가선청자， 관련 지방계획청， 공청회 참 

가자 렛 공청회 참석이 요구되는 대상에게는 예비공청회의에 대한 14일 이전의 사 

잔 샤떤 동지릅 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소집되뉴 예너1 공청회의에는 먼 5(m 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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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Inquiry time-table 

공청회 예정표 

8. Where a pre-inquiry meeting is held pursuant to rule 5(1) an inspector sha11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and in any other case may arrange a 

time-table for the proceedings at, or at any part of, an inquiry and may at any 

time vary the time-table. 

8. 법 5(1)에 따라 예비공청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진행을 

위한 예정표를 상세히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예정표를 변경시킬 수 있다. 

Notification of appointment of assessor 

평가관 임명 통지 

9.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appoints an assessor to sit at an inquiry, he 

sha11 notify every person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of the name of the 

assessor and of the matters on which he is to advise the inspector. 

9. 담당장관이 공청회의 평가관을 임명하는 경우， 모든 공청회 참가자에게 평가관의 

이류과 자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Date and notification of inquiry 

공칭회 날짜 및 통지 

10. (1) The date fix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lding of an inquiry 

sha11 be, unless he considers such a date impracticable, not later than • 

(a) 22 weeks after the relevant date; or 

(b) in a case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causes a pre • inquiry meetin탐 to be 

held pursuant to rule 5( 1), 8 weeks after the conclusion of that meeting (or the 

last such meeting). 

10. (1) 팀-당장관이 지정하는 공청회 날짜는 다음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

(a) 공칭회 소집 예정에 대한 서면 통지 날짜로부터 22주， 또는 

(b) 법 50)에 따라 담당장관이 예비공청회의 소집윤 명한 경우에는， 해당 공청회의 

종겸 이후 8주 

,124 



(2)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it impracticable to fix a d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date fixed shall be the earliest date after the 

end of the period mentioned in that paragraph which he considers to be 

practicable. 

(2) (1)節에 따른 날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담당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상기 기간 

종료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3)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agrees a lesser period of notice with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he shall give not less than 28 

day ’ s written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fixed by him for the holding of 

an inquiry to every person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3) 담당장관이 허가신청자 및 관련 지방계획청과 더 짧은 통지 기간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한 경우， 모든 공청회 참가자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해 28일 이상 

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4) The Secretary of State may vary the date fixed for the holding of an 

inquiry, whether or not the date so varied is within the period mentioned in 

paragraph (1), and paragraph (3) shall apply to a date so varied as it applied to 

the date originally fixed. 

(4) 담당장관은 지정된 공청회 소집 날짜를 변경할 수 있고， 이떼 변경된 날짜는 상 

기 (1)따에서 기술된 기간에 포함될 필요는 없디 최초 지정된 1날짜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날짜에 대해서도 (3)때의 법이 적용된다. 

(5) The Secretary of State may also vary the time or place for the holding of 

an inquiry and shall give such notice of any such variation as appears to him 

to be reasonable. 

(5) 담당장관은 공청회의 소집 시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 변경 사항이l 

대해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6)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tak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teps 

(a) to publish a notice of the inquiry in one or more newspapers circulatin당 111 

the locality in which the land is situated not Icss than 14 c1avs before thc c1é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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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for the holding of the inquiry; 

(b) to serve within such period as he may specify a notice of the inquiry on 

such persons or classes of persons as he may specify; 

(c) within such period as he may specify to post a notice of the inquiry in a 

conspicuous place near to the land. 

(6) 담당장관은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a) 지정된 공청회 날짜 14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하나 이상의 신문을 통해 이를 

공포한다; 

(b) 담당장관이 정한 기한 이내로 지정된 대상에게 공청회를 통지한다; 

(c) 담당장관이 정한 기한 이내로 해당 지역 인근의 특정 장소에 공청회에 대해 게 

시한다. 

(7) Where the lan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applicant he shall, if so requir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ffix a notice of the inquiry firmly to the land or to 

some objed on or near the land, in such manner as to be readily visible to and 

legible by members of the public, and he shall not remove the notice, or cause 

or permit it to be removed, for such period before the inquiry as the Secretarγ 

of State may specify. 

(7) 해당 지역이 허가선청자의 소유인 경우라도， 담당장관의 요구에 의해 허가신청 

자는 일반 대중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공청회 통지를 해당 지역이나 근처 특 

정 불체에 게시해야 하고， 이를 지정된 기간 동안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8) Any notice of the inquiry published, served, posted or affixed pursuant to 

paragraph (6) or (7) shall specify the date and time of the inquiry and the full 

address of where it is to be held, and shall clearly identify the land. 

(8) 상기 (6) , (7)때에 따른 각종 통지에는 공청회 난짜 및 시간， 공청회 개최 장소， 

그리고 해당 지역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Appearances at inquiry 

공청회에의 참석 

11.(1) The persons entitled to appear at an inquiry are • 

(a) the applicant; 

(b)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c) any of the followin당 bodies if the land is situatcd in their area and thcy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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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i) a county or district council Oncluding the council of the Isles of Scilly); 

(ii) a National Park Committee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5 of Schedule 

17 to the Local Government Act 1972(a); 

and 

special planning 

the Local Government Act 

Town the of 

or 

1(2) 

board 

sectIOn 

a .ioint planning 

Part 1 of Schedule 17 to 

under constituted 

or 1971Cb); 
board a joint planning 

Planning Act 

reconstituted under 

(iii) 

Country 

board 

1972; 

Civ) a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section 135 of the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1980Cc); 

where the land is in an area designated as a new town , the development 

corporation for the new to town or the Commission for the New Towns as its 

(d) 

with 

successor, 

(e) a qualifying objector; 

(f) any other person who has served a statement of case in 

rule 60)(c) or two has served an outline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rule 5(6 ), 

accordancc 

연거펀 단체 

해당도l 는 국힘공윈위원회; 

1( 2)에 의해 구성펀 공동제획위윈회; 

ParL 1에 의해 ^H 구성펀 공동계획위원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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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진술서 또는 1셉 5((1)에 있거나， 사례진술서와 판린이 

11. (1) 공청회 참석 

(a) 허가선청자; 

(b) 판련 지방계획 청; 

(c) 판펜 ::<.1 빙-계획청이 아년 경우， 해딩 

(i) 주 또는 지망자치구(Scillv 섬 지 치구 

(ii) 지 냉 정 부법 1972(a)의 Schedule 17의 

(iii) 도시 및 지 방 계 획 법 1971 (b) 의 

또는 /..1 1 잉 정 부법 1972의 Schedule 

4÷ 딴 겨l 획위원회; 

(iv) 지 빙-정 부， 계 획 및 지 역 법 1980(c)의 

(c!) 해당 지역이 선도시로 지정된 구역인 

(c) 유지-격 반대지-

(f) 1삼 60 )(c) 에 띠-픈 

관띤이 있는 지→ 

다음과 같다 

디-유에 

대상은 

지역 내의 

포함); 

5젠j에 

sectlon 

17의 

자격이 있는 

와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prevenl the inspeclor from permitting an~' 

othcr person to appear at an inquiry , and such permission shall not unreas()nabl~; 

bc 、vithhcld.

(2) 

허용하 디븐 711 인이 침-석하도편 

진호1 딘 수 없디 

공칭회이1 

파합 21 하시l 

,127 

주새자가 공칭회 

。1 간 l 힌-

(2) (1)때의 어떤 대상도 

• 갓윤 시1/..1 한- 수 없고， 



(3) Any person entit1ed or pennitted to appear may do so on his own behaIf or 

be represented by counsel, solicitor or any other person. 

(3) 모든 공청회 참가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혹은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시킬 수 있다. 

(4) An inspector may a110w one or more persons to appear for the benefit of 

some or a11 of any person having a similar interest in the matter under inquiry 

(4)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이익 

을 위해 1인 이상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Representεtives of government departments at inquiry 

공청회 시 정부부서의 대표자 

12. (1) Where another Minister of the Crown or any govcrnment dcpartmcnt has 

expressed a view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5(2) and thc Secretary of Statc 

has included its terms in a statement servcd in accordance with that rule or 

rule 6(8), a representativc of the governmcn1 dcpartment conccrned sha11 bc 

made available to attend thc inquiry. 

12. (1) 정부의 다른 각료나 정부 부서가 법 5(2)애서 가슛된 낀해륜 표명해서， 닦딩 

장관이 법 5(2)나 6(8)에 따른 진숨서에 이를 포한시키쓴 정우， 정부의 관계부서 대 

표자가 해당 공청회에 출석할 수 있도폭 해야 한디 

(2) A person attending an inquir~: as a representativc in pursuancc of this rule 

sha11 state the reasons for the expression of vicw in question and Shétll givc 

evidence and be subjcct to cross • cxaminalÌon 10 thc sélmc cxtcnt as anv olhcr 

wltness. 

(2) 본 볍에 의해 대표자로서 공청회에 참석하논 자는 사안에 대한 진해 표 l성 이유 

릅 밝히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다콘 증인과 마찬가지파 반대 심문에 응해야 한 

t:]- . 

(:-3)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rcquire (\ reprcscntativc of a governmen1 

dcpartmcnt to answer an~T Cj ucstion which in thc opllllon ()f thc inspcctor is 

directcd to 1hc mcrits of govcrnment p()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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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節에서 어떤 자도 정부부서 대표자가 정부정책의 장점과 연관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Statements of evidence 

증거 진술 

13. (1) A person entitled to appear at an inquiry who proposes to give, or to 

call another person to give, evidence at the inquiry by reading a written 

statement shall send a copy of the statement to the inspector and shall , if so 

rcquired by the inspector, supply a written summary of that evidence. 

13. (1) 공청회에서 서면 진술서 낭독에 의해 증거를 제시하려는 참석자는 공청회 

주재자에게 해당 진술서 사본을 송달해야 하며 공창회 주재자의 요구시 해당 증거 

에 대한 서떤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Whenever a statement or summary is sent to the inspect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person sending it shall send a copy to the applicant and 

lhc relevant planning authority, if that is not himscl f. 

(2) (1)때에 의해 공청회 주재자에게 진술서나 요약서가 제출되는 경우， 증거 제출 

지-는 허가선청자 및 관런 지 l상계획청에도 역시 사본을 송 1갈해야 한다. 

(:)) Thc statement shall be senl to the inspector nol later than :3 weeks beforc 

lhe datc on which the person is due to 따ve cvidencc in accordance with the 

lime • lablc arranged pursuant to rule 8 or, if there is no such time • table , :) 

wceks before lhe date fixed for the inquiry , and lhe summary shall be sent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specified by the inspeclor. 

(:)) 진숲서는 법 8에 준한 예정표에 따른 증거 제출 판짜 3주 이전에 공청회 주재 

지-에게 송달되어야 하띠， 예정표가 없는 경우 지정된 공청회 날짜 3주 이전까지 송 

단한디 요약서는 공청회 주재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l 촬하도콕 한다. 

(4) Where the inspector has required a written summary of evidence in 

μccordance with paragraph (1) , the person giving lhat evidence at the inquiry 

shall do so by reading the written summary alone, unless permitted b~r thc 

11비)cclor to do othc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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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節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가 서면 증거 요약서를 요구한 경우， 증거 제출자는 

공청회 주재자의 승인이 없는 한 서면 요약서의 낭독에 의해서만 증거를 진술해야 

한다. 

(5) Any person required by this rule to send a statement of evidence to any 

other person sha11 send with the statement copies of a11 documents or parts of 

documents referred to therein and not previously supplied under rule 6(6) 

(5) 본 법에 따라 증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모든 해당 관련 문서 사본 및 

법 6(6)하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Procedure at inquiry 

공챙회 절차 

14.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se rules , the inspector shall determine 

lhe procedure at the inquiry , 

14. (1) 본 법에서 제시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면， 공칭회 주재자가 공청회 젤차블 

;섣정한다. 

(2) Unless in any particular case the inspector with the consent of the applicant 

olherwisc determines, the applicant sha11 begin é1nd shall have the right of final 

reply; and olher persons entitled or permitted to é\ppear shall be heard in such 

orcler as the inspector may determine 

(2) 공칭회 주재자가 허가선청자의 동의하에 특별히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최후 

응답에 대한 권리는 허가신청자에게 있고， 기타 참석자는 공청회 주재자가 결정한 

순서에 따파 청취하도꽉 한다. 

n) A person entitled to appear at an inquiry shall be entitled to call evidence 

ancl thc applicant ancl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shall be entitled to 

cross • examine 긴ny person glvmg evidence, but, subject to paragraphs (2) and 

(4) lo (6) , the calling of evidence and the cross • examination of persons glvmg 

cviclence shall otherwise be at the inspector ’ s discretion. 

Ci) 공칭회 참석자에게는 증거 요구권이 있으며， 히가선칭자 및 관련 지방계획칭은 
증가 세월자에 대한 반대 섬문권음 가진디 이는 (2) , (4) , (6) 헝-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 1 tl, 그렌지 않:븐 경우 증거 요구 떳 증거 저l 뜰자에 대한 반대 신문은 공칭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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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의 판단에 따른다. 

(4) The inspector may refuse to permit -

(a) the glvmg or production of evidence; 

(b) the cross-examination of persons glvmg evidence; or 

(c) the presentation of any other matter, 

which he considers to be irrelevant or repetitious; but where he so refuses to 

pelmit the giving of oral evidence, the person wishing to give the evidence may 

submit to him any written evidence or other matter in writing before the close 

of the inquiry. 

(4) 부적절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다음 사항의 승언 
을 거부할 수 있다 -

(a) 증거 제출 및 입증; 

(b) 증거 제출자에 대한 반대 심문; 혹은 

(c) 다른 사인-에 대한 진술 

그러나， 공청회 주재자가 구두에 의한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증거 제출 

자는 꽁청회 종료 이전까지 서면 증거나 기타 인쇄물을 제출할 수 있다. 

(5) Where a person gives evidence at an inquiry by reading a summary of his 

evidence in accordance with rule 13(4) , the statement of evidence referred to in 

rule 130) shall, unless the person required to supply the summary notifies the 

inspector that he now wishes to rely on the contents of that summary only. be 

lrealed as tendered in evidence, and the person whose evidence the statement 

contains shall then be subject to cross-examination on it to the same extent as 

if it were evidence he had given orall~T. 

(5) 법 13(4)에 따라 증거 요약서 낭독에 의해 증거활 제시하는 경우， 요약서 제공 

자가 해당 요약서의 내용에만 준함을 공청회 주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증거 

진술서 제출자는 구두에 의한 증거 진술과 같은 정도로 해당 반대 심문을 받는다. 

(6) The inspector shall not require or permit the giving or production of any 

evidence, whether written or oral, which he considers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but, save as aforesaid , the inspector may direct that documents 

rendered in evidence may be inspected by any person enti t1ed or permitted to 

appear at the inquiry. 

((1) 공청회 주재자는 ，서떤이건 구두 상이건 관계없이， 그가 고려하기에 일반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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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반대될 어떠한 증거 제출 및 입증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그러 

나， 이를 제외하고는， 공청회 주재자는 증거에 제출된 문서를 공청회에 참석한 어떤 

자에게 조사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7) The inspector may direct that facilities shall be afforded to any person 

appearing at an inquiry to take or obtain copies of documentary evidence open 

to public inspection. 

(7)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참석자들을 위해， 일반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 
된 증거 문서의 사본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 

다. 

(8) The inspector may require any person appearing or present at an inquiry 

who, in his opmlOn, is behaving in a disruptive manner to leave it and may 

refuse to permit that person to return, or may permit him to return only on 

such conditions as he may specify; but any such person may submit to him any 

written evidence or other matter in writing before the close of the inquiry 

(8) 공청회 주재자는 그의 견해상， 참석자들 중 혼란음 엘으키는 행위를 보이는 사 

람에게는 이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다시 참석하는 것에 대한 허용 

욕 가섣할 수 있으며， 또는 조건부 상테에서만 디-시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람도 서면상의 증거나，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작성펀 

문건을 제출할 수 있다. 

(9) The inspector may allow any person to alter or add to a statement of case 

scrved under rule 6 so far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inquiry; 

but he shalHif necessary by adjourning the inC] uiry) give every other person 

cntitled to appear who is appearing at the inquiry an adequate opportunity of 

considering any fresh matter or documen t. 

(9) 공청회 주재자는 법 6하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대해， 공청회를 위해 필요할 경 

우， 변경 또는 첨부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청회의 연기에 의해 필요시) 그는 

공청회 참석 권한을 가진 참석자 모두에게， 갱신한 자료와 문서를 고려할 적절한 

기회륜 제공해야 한다. 

( 1 ()) The inspcctor may proceed with an inquiry in the absence of any person 

cnLi tled to appear 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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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청회 주재자는 참석권을 가진 사람이 부재중일 때에도 공청회를 계속 할 수 

있다. 

(11) The inspector may take into account any written representation or evidence 

or any other document received by him from any person before an inquiry 

opens or during the inquiry provided he discloses it at the inquiry. 

(11)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시작 전이나 진행 동안，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면상의 설명이나 증거 또는 다른 어떤 문서들을 공개， 고려할 수 있다. 

받은 서 

(12) The inspector may from time to time adjourn an inquiry and, i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adjourned inquiry are announced at the inquiry before the 

adjournment, no further notice sha11 be required . 

(12) 공청회 주재자는 이따금 공청회를 휴회할 수 있으며， 그 연기 날짜， 시각， 장소 
를 연기 이전에 공청회에서 공고할 경우， 더 이상의 디-른 통지 없이 공정회륜 연기 

할 수 있다. 

slte mspecttons 

부지 짐사 

15. (1) The inspector may make an unaccompanied inspection of the land beforc 

of during an inquiry without glvmg notice of his intention to the persons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15. (1)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참석권이 있는 사란뜰에게 그 취지동지플 하지 않 

고， 공청회 수행 이잔에， 토지에 대해 독립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디 

(2) The inspector may , during an inquiry or after its close, inspect the land in 

the company of the applicant,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and, subject to 

paragraph (3) , any qualifying objector; and he sha11 make such an inspection if 

so requested by the applicant or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before or during 

an mqU1ry. 

(2)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진행 중 또는 그 종료 후， 허가선정자， 관련 지방계획 
청， 단락(3)에 따라 유자격 반대자 등과 함께 토지 검사를 할 수 있고， 만약 공청회 

과정 전에 허가신청지-나 관런 지방계획청의 요청이 있플 경우 그러한 겪사관 수행 

해야 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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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the inspector inspects the land after the close of an inquiry, a 

qualifying objector sha11 only be entitled to accompany him in that inspection if 

that objector appeared at the inquiry. 

(3) 공청회 주재자가 공청회 종결 후 토지에 대한 검사를 시행 할 경우， 유자격 반 
대자는 공청회에 참여하였을 경우 그 검사에 동참할 수 있다. 

(4) In a11 cases where the inspector intends to make an inspect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2) he sha11 announce during the inquiry the date and 

time at which he proposes to make it. 

(4) 공청회 주재자가 단락 (2) 에서 언급한 종류의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경 

우에， 공청회 진행 도중 그것을 시행하려고 제안하는 날짜와 시각을 언급하여야 한 

다 

(5) The inspector sha11 not be bound to defer an inspect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2) where any person mentioned in that paragraph is not 

present at the time appointed. 

(;:)) 공청회 주재자는， 단락 (2)에서 진술한 어떤 개인이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지 못 

헬 경우， 단락 (2)에서 진술한 검사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Procedure after inquiry 

공칭회 이추의 절차 

16. (l) After the close of an inquiry , the inspector shall make a repor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of State which shall include hi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r his reasons for not making any recommendation. 

16. (1) 공청회 종료 후， 공청회 주재자는， 그 결론 및 권고 사항 또는 권고가 없을 

시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장관에게 제출한다. 

(2) Where an assessor has been appointed, he may, after the close of the 

inquiry, make a report in writing to the inspector in respect of the matters on 

which he was appointed to advise. 

(2) 임명된 평가관이 있블 경우， 평가관은 공청회 종j조 후， 자선이 권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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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해서 공청회 주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3) Where an assessor makes a repo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2) , the 

inspector sha11 append it to his own report and shall state in his own report 

how far he agrees or disagrees with the assessor' s report and, where he 

disagrees with the assessor, his reasons for that disagreement. 

(3) 평가관이 단락 (2)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면， 공청회 주재자는 자신의 보고서 

에 그것을 추가하고， 그가 평가관의 보고서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는지 또는 반대 

하는지를 진술하며， 특히 반대할 경우 그 이유를 진술하도록 한다. 

(4) If, after the close of an inquiry, the Secretary of State 

(a) differs from the inspector on any matter of fact mentioned in, or appearing 

to him to be material to, be material to, a conclusion reached by the inspector; 

or 

(b) takes into consideration any new evidence or new matter of fact ( not being 

a matter of government policy) , 

and is by reason thereof disposed to disagree with a recommendation made by 

thc inspector he sha11 not come to a decision which is at variance with that 

recommendation without first notifying the persons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who appeared at it of his c\is“greemenL (Ind the reasons for it; anc\ 

(lffording to them an opportunity of making wri tLen representations Lo him 

within 21 days of the date of notification , or (if Lhe Secretary of StaLc has 

taken into consideration anv new evidence or new matter of fact ‘ not bcing a 

matter of government policy) an opportunity of asking within thaL J)criod for the 

rcopening of the inquiry. 

(4) 만일， 공청회 종료 후， 담당장관이 

(a) 공청회 주재자가 내린 결론에 기숨된 어떤 사안 및 지-료에 대해 공청회 주재자 

와 같지 않거나; 또는 

(b) (정부 정책과 판련된 사안이 아넌) 어떤 새로운 증거나 사안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서 공청회 주재자가 작성한 권고 사항에 꽁의하지 않을지라도， 담당장관 

은 1) 공청회 참석권을 가진 개인뜰에게 자선이 용의하지 않는 이유와 사섣플 동지 

하지 않고; 2) 그들에게 콩지일 21 임 이내에 자선에게 서변 진술플 할 기회나 (만힐 

단방장관이 정부 정책에 관한 사안이 아딘 것에 대한 새로운 증거 및 문제꽉 고려 

띤- 시) 공청회 재개 기간 내에 전의한 기회륜 제공하지 않으만， 공청회 주재자의 권 

고와 디-판 켈정플 내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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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Secretary of State may. as he thinks fit. cause an inquiry to be 

re-opened to afford an opportunity for persons to be heard on such matters 

relating to an application as he may specify. and he shall do so if asked to do 

so by the applicant or the relevant planning authority pursuant to paragraph(4) 

and in the circumstances and within the period mentioned in that paragraph; and 

where an inquiry is re-opened(whether by the same or a different inspector)-

(5) 담당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설 경우， 허가신청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열거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들에게 청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청회를 재개할 수 있 

다. 그리고， 만약 허가신청자나 관련 지방계획청이 단락 (4)에 준하여， 단락 (4)에서 

언급한 기한 및 상황에 맞추어 요청하면， 공청회를 재개하도록 한다. 

(a)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end to the persons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who appeared at it a written statement of the matters specified pursuant 

to paragraph(5); and 

(a) 담당장관은 공청회 참석권을 가진 참석자들에게 단락 (5)에 기술된 사인-뜰에 대 

한 진술서를 송달하도록 한다. 

(b) rules 10(3) to 10(8) shall apply as if the references lo an inquir~T wcrc 

references to a re-opened inquiry. 

(b) 볍 10(3;-10(8)에서 공청회 시의 자료 및 관련 사헝판븐 새개된 공칭회에도 작용

된다. 

Notification of decision 

결정에 대한 동지 

17.(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ify his decision on “n application étlld his 

reasons for it in writing to appear at the inquir~' who did appear at it and to 

any other person who , having appeared at the inquiry. has asked to be notified 

of the decision. 

17. (1) 담당장관은 허가신청서에 대한 그의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유를， 공칭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결정에 대한 통지활 요청한 이뜰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Where a copy of the inspector ’ s rcport is not sent wilh the notificaLÌon ()f 

thc decision , the notification shall be accompélnied by él sLalcmcnL ()f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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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and of any recommendations made by him; and if a person entitled 

to be notified of the decision has not received a copy of that report, he shall be 

supplied with a copy of it on written application made to the Secretary of State 

within 4 week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2) 공청회 주재자의 보고서 사본이 결정 통지와 함께 송부되지 않은 경우， 그 통지 

에는 그의 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진술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 

결정에 대해 통지 받을 권리를 가진 이가 그 보고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결정이 내려진 4주 이내에 담당장관에게 서면으로 허가신청하면 그 사본 

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In this rule "report" includes any assessor' s report appended to the 

inspector' s report but does not include any other documents so appended; but 

any person who has received a copy of the report may apply to the Secretary 

of State in writing, within 6 weeks of the date of the Secretary of State' s 

decision, for an opportunity of inspecting any such documents and the Secretary 

of State sha11 afford him that opportunity 

(3) 본 법에서"보고서”에는， 공청회 주재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첨부된， 평가관의 
보고서가 포함된다; 그러나， 그 보고서 사본을 받은 개인은， 담당장관의 결정이 였 

은 딘료부터 6주 이내에， 담당장관에게 그러한 문서뜰플 검사할 기회룹 서면으로 

허가선청할 수 었고， 담당장관은 그러한 기회륜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Procedure following quashing of decision 

;섣정 폐기 이후의 절차 

18.( 1) Where a decis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on an application in respect of 

which an inquiry has been held is quashed in proceedings before any court, the 

Secretary of State 

18. (1) 공청회가 열린 허가신청서에 대한 담당장관의 결정이， 어떤 법정처분에서 폐 

기펠 정우， 담당장관은←← 

(a) sha11 send to the persons entitled to appear at the inquiry who appeared at 

it a written statement of the matters which appear to him to be relevant to his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and 

((\ ) 공칭회 침-석권이 주어진 참석지-단에게‘ 그 허가선칭서와 관련하여 향후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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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들에 대한 서면 진술을 송달해야 한다; 그리고 

(b) sha11 afford to those persons an opportunity of making, within 21 days of 

the date of such written statement, written representations to him in respect of 

such mattcrs or of asking for the re-opening of the inquiry; and 

? 

(b) 그러한 서면 진술이 있은 21일 이내에，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담당장관에게 서 

면상의 설명을 할 기회， 또는 공청회 재개를 담당장관에게 요청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 may, as he thinks fit, cause the inquiry to be re-opened (whether by the 

same or a different inspector) , and, if he does so, rules 10(3) to 10(8) sha11 

apply as if the references to an inquiry were references to a re-opened inquiry. 

(c)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청회 주재자가 동일한지 어떤지에 상관없이)공청 

회를 재개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법 10(3)-10(8)은 공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개된 공청회에서도 적용된다. 

Allowing further time 

추가 시간 허가 

19. The SecreLary of State may at any time in any particular case allow further 

lime for the taking of any step which is required or enabled to be done by 

virtue of these rules , and references in these rules to a day by which or éI 

period within which any step is required or enabled to be taken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19. 담당장관은， 그 시간과 경우에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또는 이행가 

능한 어떤 절차를 취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디 

Service of notices 

봉지 송단 

20. Notices or documents required or authorized to be served or sent under any 

of lhe provisions of these rules may be sent by post. 

20 복 1섬틀의 조헝-에 띠라 송달이 요구되거나 또는 승인되는 풍지 및 문서뜰은 우 

편으로 _l~ 낸 수 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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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cation, transitional and savings 

취소， 변화， 저장 

21. -(1) Subject to paragraph (2) , the Electricity Generating Stations and 

Overhead Lines (Inquiries Procedure) Rules 1987(a) ("the 1987 Rules") are 

hereby revoked. 

21.-(1) 단락 (2)에 따라， 발전소 및 송전선 (공청회 절차) 법 1987(a) (이하 "1987 법 

") 은 이로써 취소된다. 

(2) The 1987 Rules shall continue to apply to any inquiry which commenced 

before the date on which these rules come into force ,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an inquiry shall be taken to have commenced on the day on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issued the relevant notice under the 1987 Rules of his 

intention to cause the inquiry to be held. 

(2) 1987법은 본 볍 시행열 이전에 시작된 공청회에 계속적으로 적용된디 그리고， 

본 법윤 대해서는， 담당장관이 1987법에 따라 공청회룹 개최한다는 취지동지륜 발 

부한 달에 시작된 공청회도 그 대상이 된다. 

i" March 1990 I\1acKay of Clashfer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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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 TORY NOTE 

(This note is not part of the Rules) 

설병서 

(본 설명서는 법의 일부가 아니다.) 

These Rules prescribe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t public inquiries in 

connection with applications in England and Wales 

(i) under section 36 of the Electricity Act 1989 for consent to construct, extend 

or operate a generating station; and 

(ii) under section 37 of the Electricity Act 1989 for consent to install or keep 

installed an electric line above ground. 

본 법들은 영국과 웨일즈에서의 허가신청서와 관련된 공청회에 따른 절차들을 법한 

다 • 

( i ) 발전소 건설， 확장， 운전 동의를 위한， 전기법 1989의 36절 

( i i ) 지상 전선의 설치 및 유지 동의를 위한， 전기법 1989의 37절. 

The Secretary of State may cause such an inquiry to be held under paragraph 2 

or 3 of Schedule 8 to the Electricity Act 1989, or, where notice of the 

application is not required to be published by rcgulations under paragraph 3( 1 l 

()f that Schedule, under section 62 of the Electricity Act 1989. 

단딩-장관-은 전기법 1989의 Schedule 8의 단락 2 또는 3에 띠라， 또는 허가선청에 대 

한 동지가 그 Schedule 단락 3(1)에 의한 법에 따라 공포펠 펠요가 없논 경우 전기 

법 1989의 62젤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The Electricity Generating Stations and Overhead Lines Onquiries Procedurel 

Rules 1987 are revoked, but continue to apply to any inquiry which commenced 

before these Rules come into force. 

벨-전소 및 송전선 (공청회 절차) 법 1987은 취소된다. 그러나， 그 볍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공청회에는 겨l 속적으로 적용-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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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용어 (GLOSSSARIES) 

Applicant 허 가신 청 자 

Assessor 평 가관 

Counsel 

Council 

County 

Cross -examination 

District council 

Evidence 

lnquiry 

lnspector 

Lord chancellor 

Minister of crown 

‘ Outline statement 

Overhead lines 

Pbnning Inspector 

public inquiry 

Qualifying objector 

Relevant planning authority 

Reporter 

Secretary of State 

Service 

Statemenl of case 

Slatutorv instruments 

Tribunal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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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구 

증빙자료 

공청회， 청문， 조사섬리 

검사관 

대법관 

각료 

개요진술서 

송전선 

공청회 주재지 

공청회 

허가신청 반대지

판계당국 

공-청회 주재지

딘-당장관 
3二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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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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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1 Ministerial Guidelin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s.58(1)(a) 

PROCEDURES FOR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절차 

A guideline issued by the Honourable Christine s. Stewart, Minister of the 

Environment pursuant to s.58(1 )(a) of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Novpmber 1997. 

본 지침은 캐나다환경평가조례 (CEAA)의 s.58(1 )(a)항에 따라 1997년 11월에 환경부 

장관인 Christine S. Stewart이 발간한 것 이 다. 

TABLE OF CONTENTS 

1.0 APPLICA TION 

2.0 INITIA TTON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2.1 Pre-Referral N otice 

2.2 Referral 

2.3 Participant Funding 

2.4 Harmonization with Other Jurisdictions 

2.5 Substitution 

2.6 Aboriginal Considerations 

:~.O MEDIATION AS PART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4.0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4.1 Time Periods 

4.2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Review Panel 

4.3 Orientation of Review Panel 

4.4 Terms of Reference 

4.5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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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upplemental Procedures 

4.7 Technical Advisors to the Review Panel 

4.8 Scoping as Part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 Preparation of Draft Guidelines 

- Consultation on Draft Guidelines 

- Finalizing the Guidelines 

- Where Scoping has Occurred in a Previous Assessment 

4.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mIS) 

- Preparation of the EIS 

Submission of the EIS to the Review Panel 

- Distribution of the EIS 

4.10 Questions and Answers During the EIS Review Period 

4.11 Announcement of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4.12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4.13 Determining the Adequacy of the EIS 

4.14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4.15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4.16 Determination of Adequacy of Additional Information 

4.17 Hearings 

- Community Hearings 

General/Technical Hearings 

Questioning - Community Hearings 

Qucstioning - General/Technical Hearings 

Questioning Other 

Rcpresentation by OLhers 

Transcrirψpts 

4.18 Report of thc Review Panel 

4.19 Government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Review Panel 

4.20 Termination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4.21 Evaluation of Panel Review Process 

4.22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PPENDIX A - LIST OF ACRONYMS 

APPENDIX B • GLOSSARY 

APPENDIX C • FEDERAL-PROVINCIAL HARMONIZATION 

AGREEMENTS 

APPENDIX D • LIST OF DOCUMENTS IN A PANE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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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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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전의뢰 통고 

2.2 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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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FOR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절차 

1.0 APPLICATION 

적용 

1.1 These procedures are intended to apply to all assessments by a review 

panel pursuant to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the Act). The 

procedures wiII apply for the period beginning upon referral (including 

pre-referral notice where given) by a Responsible Authority or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the Minister) of a project for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and ending at government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review panel. All federal 

review panels appointed pursuant to the Act will follow these procedures unless 

the Minister determines that there is a situation that warrants modification. Any 

such determination would be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본 절차는 캐나다환경평가조례(조례)에 따라 검토패널이 수행하는 제반 평가에 적 

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는 검토패덜이 평가하는 프로젝트의 책임기관 (RA) 혹 

은 환경부장관 (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때에 따라서는 사전의뢰를 포함하여) 시 

기부터 시작하여， 겸토패년의 보고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끔나논 시기까지 적용된 

디. 조례에 의하여 염병된 모든 연방 겪]료패년은 장관이 변경주준 편요하디-고 결정하 

-;] 전까지는 본 절차플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RA와 상의 후 내려침 것이다. 

1.2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cncy (the Agency) shall 

consider these procedures along with the requirements of s.41 of the Act in 

discussions with non-federal jurisdictions in the case of joint reviews. 

캐나다환경평가청(환경평가청)은 합동 검토의 경우， 조례의 s .41 항의 요건에 따라， 

u] 연방 기관과 혐의하여 본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In cases where a federal authority follows an assessment process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the Act and a request is made for substitution of that 

process , the Agency ,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authority, will consider the 

procedures in this document and the requirements of s.44 of the Act in 

providing advice to the Minister on whether or not the process is an appropriate 

substitute. The Minister will then decide whether or not to approve the 

substitution of that process for an environmental élssessment by a review panel 

undcr lh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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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관이 조례에 기술된 평가 과정이 아니고 다른 대체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 

Agency는 그 연방기관과 협의하여， 그 과정의 적절여부에 대하여 장관에게 건의하 

는데 본 절차를 사용하고 조례의 s .44 의 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장관은 조 
례에 따라， 검토패널 평가 과정에 대한 대안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1.4 The Agency sha11 be responsible for reporting to the Minister on the 

application of these procedures. 

환경평가청은 이 절차의 적용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었다. 

1.5 The panel review process is dynamic and wi11 continue to evolve. The 

Agency sha11 review these procedures upon completion of the first federal panel 

review employing them. 

패널검토 과정은 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바뀔 것이다. 환경평가청은 이 과정플 사용 

하는 첫번째 연방 패널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이 절차를 재심사할 것이다. 

2.0 INITIATION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검모패널 평가의 개시 

2.1 Prc-Referral Notice 

사전의뢰 동고 

2. 1.1 To facilitate meeting the time periods prescribed in 내is documenl ‘ il is 

recommended that the Responsible Authority provide thc Agency with il 

mlmmum of 60 day pre-referral notice in writing ()f assessment by éI review 

panel. Such notice would not bind the Responsible Authorily to referring thc 

project, but should be given if a project is likely to be referred for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The pre-referral notice should also include a projlχt 

clescription. A failure to provide pre-referral notice wiU result in an extension ()f 

lhe overal1 time period by a maximum of two months 

이 문서에 제시된 기간을 맞추는 것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A는 검토페년 평가 

판 서면으로 최소한 60엘 전에 환경평가청에 사전의뢰 꽁고판 한 것판 권.::11.힌. t:1 .. 
이L' 1 한 공고는 RA가 반드시 검토의뢰를 묶이는 것븐 아니고， 프로젝트펀 깎 .1 :iô. :-J H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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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ferral 

검토의뢰 

2.2 .1 As indicated in Figure 2, there are eight provisions in the Act for 

referring a project to public review (review panel or mediation or a combination 

of both).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대중검토 의뢰에 대한 조례 내 8개 항목이 

있다. (검토패널 혹은 중재 혹은 양자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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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s:mre 2 - Referral to Public Review 

l뚫닷쌓 IINITIATOR 

20(1 )(c) Responsible after screenmg, where significant adverse 

Authority environmental effects are uncertain or likely, or public 

concern warrants referral to public review 
21(b) Responsible possible at any time where a project is described on 

Authority the Comprehensive Study List Regulations 
23(b) Minister of the after review of comprehensive study report and any 

Environment comments received, Minister determines that 

significant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are uncertain 

or likely, or public concem warrants referral to public 

revlew 
25 Responsible at any time where the Responsible Authority is of the 

Authority opinion that a project may cause significant adverse 

requests environmental effects or when public concern 

Minister to refer warrants referral to public review 
28 Minister of the at any tim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a project I 

Environment may cause significant adverse e빼 

or public concern warrants reference to publíc revíew, 

but after consulting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or 

federal authority where no Responsible Authority I 

exists) 
46 Minister of the at any tim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a project 

Environment may cause significant advers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effects (interprovincial) and no federal 

power, duty, or function exists in relation to a project 
47 Minister and at any tim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a project 

Secretary of may cause significant adverse transboundary 

State for environmental effects (international) and no federal 

External Affairs power, duty , or function exists in relation to a project 
48 Minister of the at any tim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a pr이ect 

Environment may cause significant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on lands of federal ínterest and no federal power, 

duty, or function exists in relation to 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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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2 대중겪토 의뢰 

|조려| 항목 | 주관기관 | 시기 

20(1 )(c) 잭임기관 (RA) 선별제척 후， 대중검토 의뢰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환경영항이 있을 수 있거나， 대중이 관심을 보이는 

시기 

21 (b) 책임기관 (RA) 쏘괄연구 목록규정에 서술된 브로젝 E의 경우 언제 

나 가능 

23(b) 환경부 장관 쏘괄연구 보고서 검토후 의견을 접수한 경우， 장관이 

대중검토 의뢰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환경영향이 있 

을 수 있거나， 대중이 관심을 보인다고 결정한 시기 

25 잭임기관이 장관 언제라도 RA가 대중검토 의뢰가 필요할 만큼 상당 

에게 의뢰 요청 한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거나， 대중이 관심을 보인 

다고 샘각할 경우 

28 환경부 장관 언제라도 장관이 대중검토 의뢰가 필요할 만큼 상당 

한 환경영항이 있을 수 있거나， 대중이 관심을 보인 

다고 생각할 경우. 그러나 RA와 상의 후 시행 

46 환경부 장관 언제라도 장관이 쓰로젝트가 주와 주 사이에 환경영 

향이 있을 수 있을 것。로 샘각하는 경우로서， 쿄로 

젝 E 관련 연방 권한， 의무， 기능이 없는 경우 

47 환경부 및 외무 언제라도 장관이 쓰로젝 E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환 

부 장관 경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서， 

프로젝 g 관련 연방 권한， 의무， 기능이 없는 경우 

'48 환경부 장관 언제라도 장관이 쓰로젝트가 국가와 국가 이익 관련 

토지에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 관련 연방 권한， 으|무， 기능이 

。dA{ 느 c 그 C그~~ 

'2.2.2 Where a Responsible Authority refers a project for public review , the 

Rcs jJonsible Authority sha11 write a letter of referral to the Minister indicating. 

as appropnate: 

a) a description of the project; 

b) rccommendations regarding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the project. 

pursuanl lo s .l5 of the AcL 

cl recommendations as to the scope of the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review , pursuant to s. 16 of the AcL 

d) the nature of the decision that must be taken by the Responsible Authority 

rcgarding the proposed project Ci.e. an explanation of the power, duty or function 

that the Responsible Authority may exercisc); 

cl in formation on the extenl of public consultation to d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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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reasons for the referral; 

g) the Responsible Authority ’ s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mediation; 

h) if applicable, a request that the panel review be carried out by a substitute 

panel pursuant to s. 43(1) of the Act, or jointly with another jurisdiction as 

defined in s. 40(1) of the Act; and 

1) an indication of whether there are other Responsible Authorities in the review. 

RA는 프로젝트의 대중검토를 서면으로 장관에게 의뢰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 

을 포함한다: 

a) 프로젝트의 내용; 

b) 조례 s.15 에 의거 프로젝트 범위 결정에 관한 권고 사항; 

c) 조례 s.16 에 의거 검토에 고려하여야 할 이자들의 범위에 관한 권고 사항; 

d)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RA가 취해야 하는 결정의 성격 (예， RA가 행할 수 

있는 권한， 의무， 혹은 기능에 대한 설명) ; 

e) 현재까지의 대중 의견 청취 정도에 대한 정보; 

f) 검토의뢰에 대한 이유; 

g) 중재 가능성에 대한 RA의 평가; 

h) 사안에 따라， 조례 s. 43( 1) 에 따른 대체패널에 의한 패널겸토 수행 혹은 조례 

s. 40( 1) 에서 정의하고 있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패널검토 대한 요청; 그 

러고 

j) 검도에 티. HA가 있는지 야부에 대한 표시. 

2.2.:3 The letter of referral referred to in 2.2.2 shall be l11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Agency upon receip t. The Agency shall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referr섭 to allow the public to prepare for thc review. 

2.2 .2절에서 언급된 검도의뢰 문서는 환경평가청이 점수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디 환경평가청은 검토의뢰 공고를 콩해 대중이 검도에 대비하도콕 하여야 한디 

2.3 Participant Funding 

참여 ;;~l 지l 정지원 

2.3.1 For each project subject to mediation or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the Agency shall establish and administer a participant funding program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The Agency shall provide notice of the 

progra l11 within 7 days of referra l. where pre • referral notice has been provided. 

The review pancl l11é1nagcr shall ensure that all nccessary documcnts are passed 

on lo the ad l11inisLralors of the participant funding progra 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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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혹은 검토패널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매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평가청 

은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참여자 재정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 

여야 한다. 환경평가청은 사전의뢰가 접수된 경우， 검토의뢰 7일 내에 이 계획을 공 

고하여야 한다. 검토패널 책임자는 참여자 재정지원 계획을 담당하는 행정요원에 

게 제반 필요 문서가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3.2 Funding during the early phases of the review may assist the public to: 

a) review a draft project-specific guidelines document issued by the Aency; and 

b) prepare for and attend any planned scoping meetings held to identify issu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guidelines. 

검토의 초기 단계의 재정지원은 대중을 도와서: 

a) 환경평가청이 발간한 프로젝트 별 지침의 시안을 검토하게 한다. 그리고 

b) 지침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된 범위확정 회의를 준비하 

고 참석하게 한다. 

2.3.3 Participants will also be entitled to apply for money to assist them in 

reviewing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 and to prepare for and 

participate in public hearings. 

참여자들은 또한 EIS를 검토하기 위한 비용， 그러고 공정회를 준비하고 참여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4 Harmonization with Other Jurisdictions 

다 기관과의 협력 

2.4.1 The governments of certain provinces (see Appendix C) ha\'e developed 

or a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harmonization agreemen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specify process requirements in situations 、.\'here both 

.i urisdictions apply. 

몇몇 주정부는 (부록 C 참조) 연방정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으 

며， 이 협정에는 두 기관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추진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2.4.2 Where there is no harmonization agreement that specifies a joint public 

review process, the procedures in this document will apply unless modified b~r a 

.i oint project • specific agreement developed as outlined in section l.2. Where é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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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project-specific agreement is developed, the Agency sha11 work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to determine any timing and harmonization implications of 

the referral, and sha11 initiate discussions with the jurisdiction to coordinate the 

assessment. The draft project-specific agreement sha11 be publish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hearings conducted by the review panel [s.40(4)]. 

공동 대중겁토 과정을 언급하는 협력협정이 없는 경우，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 특정 협정을 개발하지 않는 한， 이 문서에 있는 절차를 이 적용된다. 공동 

프로젝트 특정 협정을 개발하는 경우， 환경평가청은 RA와 함께 작업하여， 검토의뢰 

의 시기 및 협력 내용을 결정하며 그리고 평가를 서로 조정하기 위한 기관과의 토 

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특정 협정의 시안은 검토패널이 공청회를 시작하 

기 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s.40(4)]. 

2.4.3 The Responsible Authority wi11 be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Agency-led negotiations for a joint project-specific agreement. ln most cases, 

negotiations on such agreements commence before the Responsible Authority ’ s 

letter of referral is sent to the Minister. The Ministe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other jurisdiction for the conduct of one review [s. 40(2)(a) ], 

provided that there is agreement on inclusion of the basic requirements of s. 41 

of the Act into the review process. 

RA는 프로젝트 특정 협정을 위하여 환경평가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섭에 활발히 천 

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협정에 대한 교섭은 RA가 검토의뢰 서류를 

장관에게 보내기 전에 시작한다. 장관은， 조례 s. 41 기본 요건을 검토 괴-정에 포함 

하는 혐정있다는 전제 하에， 검토에 대한 타 기관과의 혐정 체결블 추진할 수 있다. 

2.5 Substitution 

대체 

2.5.1 ln cases where a federal authority follows an assessment process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the Act and a request is made for substitution of that 

process. the Agency.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authority. wi11 consider the 

procedures in this document and the requirements of s. 44 of the Act in 

providing advice to the Minister on whether or not the process is an appropriate 

substitute. The Minister wi11 then decide whether or not to approve the 

substitution of that process for an environmental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under the A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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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기관이 조례에 상술된 평가과정 이외의 과정을 택하고， 이 과정을 대체하는 

과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평가청은 연방 기관과 상의한 후， 대체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장관에게 권고하는데서， 이 문서의 절차 및 조례의 s. 44 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장관은 조례 상 검토패널이 수행하는 환경평가를 위한 과정으로 이 

대체 과정을 수락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6 Aboriginal Considerations 

원주민에 대한 고려 

2.6.1 These procedures do not limit aboriginal rights. 

이 절차는 원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2.6.2 It is recognized that aboriginal participation in panel reviews may 

require review panels to develop different procedures which take into account 

aboriginal culture and values. 

패널검토에 원주민의 참여는 검토패널에게 원주민의 문화 및 가치를 고려한 다른 

젤차콸 개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0 MEDIATION AS PART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검도패널에 의한 평가의 얼부로서 중재 

3.1 Upon referral to public review, the Minister, acting on advice from the 

Agency , may refer part [s.29( 1) (b)] or a11 [s. 29(l )(a)(i)]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relating to a project to a mediator. Such a referral will nol take 

place unless the interested parties have been identified and arc willin잉 l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s. 29(2)]. 

대중검토 의뢰 즉시， 장관은， 환경평가청의 권고에 따라， 프로젝트 관렌 후1-정평가의 

열부 [s.29( 1) (b)] 혹은 전부[s. 29( 1)(a)( i)] 를 중재인게 의꾀할 수 있디 이라한 의 

뢰는 이해 당사자들이 확인되고 중재에 참여할 의지틀 보이지 않는 한 열어나지 않 

을 것 이 다. [s. 29(2)]. 

:.U Where part or a11 of the environmcntal assessment is referrcd for 

mediation , the Minister sha11, after consulting wilh the Respo \1 sible Authoritv 

é1\1d all interested parties who are Lo participale in the mediatio \1. aJ)J)oinl ,1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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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 30(1 )(a) as a mediator, and fix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mediation. The Minister may set timelines for the 

completion of the mediation. 

환경평가의 일부 혹은 전부가 중재 의뢰되는 경우， 장관은 RA와 중재에 참여하기 

로 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s. 30(1)(a) 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중 
재인으로 임명하고， 중재를 위한 위닥조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중재 종료를 

위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3.2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par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s to be referred to a mediator and part to a review panel, the 

mediator should be appointed as early in the panel review as possible. The 

mediator should make every effort to conduct his or her work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to allow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of issues for which the mediation 

is not likely to produce a result that is satisfactory to all participants. This 

would allow the Minister to terminate the mediation exercise and refer 

unresolved issues to the review panel in a timely manner, pursuant to s. 29(4) 

of the Act. 

환경평가의 일부는 중재언에게 일부는 검토패널에게 의뢰하는 것이 결정된 경우. 

중재인은 가능한 조기에 검토패널에 임명되어야 한디 중재인은 가능한 노란윤 다 

하여， 조속히 모든 중재 참여자들에게 만족한 결과블 도출하지 못할 사안플 조속히 

망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관은 중재행위를 종료하고， 결펀블 내 

릴 수 없는 사안을 조례의 s. 29(4) 에 의거 검토패년에 사기적섣하게 의뢰하게 된 

다 

3.3 Where a review panel has been appointed, a Minister may ‘ after 

consulting with the review panel, refer any issue relating to the assessment to a 

mediator [s. 29(3)]. The appointment of a mediator and the mediation process 

should be completed expeditiously. The Minister shall consult the Responsible 

Authority prior to appointing a mediator and fixing terms of reference. 

검토패널이 임명된 후， 장관은 검토패널과 상의를 거쳐 평가 관련 사안을 중재인에 

게 의뢰할 수 있다[s. 29(3)]. 중재인의 임명 및 중재과정은 조속히 종료하여야 한 

다. 장관은 중재인 임명 및 위임조건 확정 전에 RA와 상의하여야 한다. 

3.4 1n cases where part of an environmental assessment has been referred 

to a meciiator and part to a panel review and the mediation exerci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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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panel review, the review panel will 

consider any unresolved issues from the mediation exercise during the public 

hearings if so directed by the Minister [s. 29(4)]. 

환경평가의 일부는 중재인에게， 일부는 검토패널에게 의뢰한 경우， 그리고 중재행위 

가 패널검토 전에 종료되는 경우， 검토패널은， 장관이 명령한다면， 중재행위에서 결 

정 못한 사안을 공청회 동안에 고려할 것이다. [s. 29(4)]. 

3.5 Once appointed, the mediator ’ s first task is to work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and interested parties to develop protocols or ground rules 

that will govern the mediation. Those could include agreements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and the mediator. Other matters to be discussed 

include the timetable for mediation. 

일단 임명되면， 중재인의 첫번째 일은 RA 및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를 지배할 

기준쓸 정하는 것이다. 우선 이해 당사자와 중재인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타 사항으로서 중재에 대한 기간이 있다. 

3.6 The mediator may, at any time, allow an additional interested party to 

participate in a mediation upon agreement by other parties [s.31l 

언제던지. 중재인은 당사자뜰의 동의에 따라 추가로 중재에 참여할 이해 당사지판 

판 수용하는 것 이 디. [s.:in 

:1.7 The mediator shall make everv effort to ensure that the discussions 

remain focused and productive, and that thc participating representatives 

maintain links with their organizations. 

증재인은 가능한 노력하여， 토론이 초점 있게 그러고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잔여지

판이 각 기관뜰괴 인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디 

3.8 The mediator shall submit his or her report to the Minister and thc 

Hesponsible Authority 3t the conclusion of the mediation, whether or not an 

agreement has been reélched. The report must 110t divulge élny confidential 

information , élnd should bc limited to a brief rccord of any agreements and 

outstanding issues. 

-승재언은 중재가 종료되면서， 장관 렛 RA에게 합의 여부뜸 보고서로서 지l 판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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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고서는 기밀 사항은 포함되어서는 아니되고， 간단한 합의사항에 대한 기록 

및 미합의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3.9 To facilitate the appointment of mediators, the Agency sha11 prepare and 

maintain an up to date list of qualified persons to act as mediators. The list 

sha11 be available to the public. ln general, appointments of mediators shall be 

made from this list. 

중재인 임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청은 중재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 

물의 명단을 작성하고 최근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명단은 대중에 공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이 명단에서 천거된다. 

4.0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검토패널 평가 

4.1 Time Periods 

기간 

4.1 .1 All time periods listed in this document are in calendar days. 

이 문서에 기재된 기간뜰은 모두 닫력플 기준으로 한 난이디 

4.1.2 The various stages of the panel review process are outlined in Figure 3. 

A more detailed flow chart is located in Appendix E 

패널겸토의 여러 괴-정을 그림 3에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한 흐름도는 

부꽉 E에 있디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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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Ï!mre 3 - Assessment bv a Review Panel 

PRE-REFERRAL AGENCY PREPARATION (Re: panel appointment, 
(See Figure 1) participant funding program, guidelines preparation) 

Referral by Responsible Authority 

REFERRAL AND SCOPING REVIEW PANEL APPOINTMENT & GUIDELlNES 

(See Figure 5) (4.8.3) PREPARATION 
Proponent prepares EIS 

INFROMATION ASSESSMENT MEETINGS TO CLARIFY AND ASSESS 

(See Figure 6) INFORMATION 
Proponent prepares Additional Infc기mation 따 neede에 

ENVIRONMENTAL HEARINGS 

ASSESSMENT AND 

REPORTING 

(See Figure 7) 

그림 3 패널검토 추진절차 

사전의뢰 환경평가청 때널 임명， 참여자 재정지원 계획， 지침준비 

RA에 의한 패널검토 의뢰 

의뢰 및 평가범위 확정 검토때널 임명 및 지칭 준비 

)..f업자의 EIS준비 

지료의 평가 자료 확민 및 평가를 위한 회의 

)..f gj자 추가자료 준tff (필요할 킹우) 

환경영향평가 및 보고 공청회 

4. 1.2 The individual time periods indicated in the flowchart in Appendix E are 

for guidance purposes only,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mandatory time 

pcriods. The mandatory time periods are as follows: 

Time for the public to review draft guidelines 45 days (minimum) 
Time for the public to review EIS 60 days (minimum) 
Notice for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45 days (minimum) 
Time for review panel to determine if 30 days (maximum)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following 

completion of 60-90 day public review of EIS 
I Notice for hearing~ 45 days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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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의 흐름도에 제시된 각 기간은， 일부의 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권고 목적에 

지 나지 않다. 강제 기 간은 다음과 같다. 

대중이 지침 시안을 검토할 기간 45 일 (최소) 
대중이 EIS 검토 기간 60 일 (최소) 
자료 평가 회의를 위한 통고 45 일 (최소) 
검토패널이 60-90일 대중검토 완료 우 주가 자 30 일 (최대) 

료요구 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 

공청회 공고 45 일 (최소) 

4.1.3 The mandatory time period for a review, from referral to subrnission of 

the panel ’ s report must not exceed 396 days (approximately 13 months) where 

the panel does not ask the proponent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This 

overall time period does not include the time required for the proponent to 

prepare the EIS or the time required to prepare any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review panel. Within that overall time period, the specific 

mandatory time periods in 4.1.3 must be respected. The review panel is expected 

to complete the remainder of the phases within the overall 396-day time period. 

점토렐 위한 강제기간 검토의뢰부터 패덜의 보고서 제출까지， 패널이 추가지-료륜 

사엽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 396일 (13개월)플 넘어 서는 아니된디. 이 전반삭 

71 간은 사업지-가 EIS플 작성하거나 쪽은 검토패널이 요구하는 추가 지-료첼 작성하 
가에 펠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전반적 기간 콩인-에， 4.2.3절에 있는 구처l 

식 강저l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 검토패널은 396일 기간 안에 남어지 딘-계플 완료 

한 갓플 기대하고 있다. 

4. 1.4 The mandatory time period for a review , from referral to submission of 

the panel' s report must not exceed 441 days (approximately 14.5 months) where 

the review panel asks the proponent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This 

overaJJ time period does not include the time required for the proponent to 

prcpare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1n assessmen t. Within that overall time 

period, the specific mandatory time periods in 4.1 .3 must be respected. The 

review panel is expected to complete the remainder of the phases within the 

overaJJ 441 • day time period 

검도패년이 추가 지료룹 요구하는 경우， 검토륜 위한 강제기간， 검토의뢰부터 패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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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서 제출까지441 일 (l4.57H 월)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 전반적 기간은 사업 

자가 EIS를 작성하거나 혹은 검토패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전반적 기간 동안에， 4. 1.3절에 있는 구체적 강제 기간 

이 준수되어야 한다. 검토패널은 441 일 기간 안에 나머지 단계를 완료할 것을 기대 

하고 있다. 

4.1.5 If an interested party or the proponent is of the view that a time period 

to be used by a review panel should be changed, it sha11 submit a written 

request to the review panel chairperson. Norma11y, the review panel wi11 give an 

opportunity for input from other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proponent, on 

the reques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it supports the request. If the review 

panel supports the request, and cannot accommodate an increase or decrease in 

a specific time period without affecting the overa11 time period for the review, 

the review panel will request approval from the President of the Agency to 

change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this document or that specified in the 

panel ’ s terms of reference. The review panel wi11 provide a detailed justification 

as to why additional time is required. Upon receipt of request to change the 

time period(s) , the President of the Agency will consult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and rule on the review panel ’ s request within 7 days. The Agency 

wi11 inform the public of any changes to the time periods. 

만약 이해 딩사자 혹은 사엽자가 검토패널이 사용할 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의견윤 

갖는 경우， 검토패널 의장L ‘ ” 녁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디 정상적으로， 검토페넌은 

이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이 μ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를 포함한 타 이해 당사자에 

게 기회를 줄 것이다. 만약 검토패널이 이 요청을 수용하면서， 그리고 전체적 검토 

기간-플 영행-주지 않고 정해진 기간의 감축 혹은 연장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겸 

토패덜은 환경평가청장으로부터 이 문서에 정해진 기간 혹은 패넬의 위염조건에 정 

해진 기간을 변경할 허락할 것이다. 검토패넘은 추가 기간이 펠요한 구체적 이유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받는 즉시， 환경평가청소장은 RA와 상의 

하고， 7일 안에 검토패널의 요청에 결정을 내럴 것이다. 

4. 1.2 For panel reviews preceded by a previous assessment, the assessment 

by the review panel may have modifications in the early stages only (see 

sections 4.8.10 through 4.8.13 of this documen t). These modifications take into 
account the documentation preparation and consultation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previous assessmen t. 

사전에 비슷한 평가가 있었던 경우，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는 초기 단계에서만 변경 

한 수 있다. (본 문서의 4.8.10 에서 4.8.13절 참조l. 이뜰 변경은 사전 펑가에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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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문서 작성 및 자문을 고려하여야 한다. 

4.2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Review Panel 

검토패널의 선정 및 임명 

4.2.1 The Agency sha11 identify candidates for appointment to review panels 

in consideration of the criteria stated in s. 33(1)(a) of the Act. Persons appointed 

will normally be chosen from outside the public service, shall be unbiased, free 

from any conflict of interest relative to the project and sha11 have knowledge or 

experience relevant to the anticipated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project [s. 

33(1 )(a)( i)]. 

환경평가청은 조례의 s. 33(1 )(a)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토패널에 임명힐- 후 

보자 명단을 작성할 것이다.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공직 밖에서 선출될 것이며， 편견 

을 갖지 않아야 하며， 프로젝트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리고 프로젝 

트의 예상 환경영향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여야 한다. [s. 33(1)(a)( i)]. 

4.2.2 To facilitate the appointment of review panel chairpersons, the Agency 

sha11 prepare and maintain an up to date list of qualified persons to act as 

chairs of review panels. This list sha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ln establishing 

the list, the Agency should make every effort to select persons expericnced in 

chairing review panels or review boards. ln general , review panel chair 

appointments shall be made from the list. The Agency should also work 

towards preparing a list of potential review panel members 

검토패넬 의장의 임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청은 의장 역할을 할 자격자 

멍단플 작성하여 항상 최근 명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명단은 대중에 공개하여야 

한너 이 명단을 작성하는데， 환경평가청은 최선을 다 하여 검토패널 혹은 검토위원 

회의 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임반적으로， 검토패넌 의장 

은 이 명단에서 선발될 것이다. 환경평가청은 또한 잠재적 검토패널 위원의 병단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The Agency shall provide a copy of the draft terms of reference and 

the review panel procedures in this document to review panel candidates before 

candidates agree to having their names put forward to the Minister. Prior to 

lheir appointment, the Agency shall inform the candidates of any changes made 

lo the terms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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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청은 검토패널 후보자가 그 이름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동의하기 전에 임 

명조건 시안 및 본 문서의 검토패널 절차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엠명 전 

에， 환경평가청은 임명조건에 변경이 었다면 후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2 .4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the Minister will make 

the final selection of review panel members, ap)Joint them and provide them 

with their telms of reference [s. 331 

RA와 상의하여， 장관은 검토패널을 최종 선정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임명조건을 

제공한다. [s. 331 

4.2.5 When the review panel is appointed, the Agency shall make available to 

interested parties the letter of referral, a list of panel members and short 

biographies, the panel' s terms of reference, and these panel procedures. 

검토패널이 임명되면， 환경평가청은 검토의뢰 서한， 패널 위원명단 및 이력서， 패널 

의 위임조건， 그리고 이 패널 절차를 이해 당사자뜰에게 말려준다. 

4.2.6 In the event that a review panel member resigns or is unable to 

continue to work , the remammg members shall constitutc a rcview panel unless 

the Minister determines othcr자rise. In such circumstances, the Ministcr mav 

choose to replace the review panel member. 

검토패넬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혹은 더 이상 얼음 수행한 수 없쓴 경우， 장관이 별 

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나머지 위원플로서 패널윤 구성하게 된디. 이러한 경우， 장 

관은 그 겸토패널위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4.3 Orientation of Review Panel 

검토패널에 대한 오리앤테이션 

4.3.1 As soon as possible after appointment. the Agcncy shall conduct an 

orientation meeting with review panel members that explains thc review panel ’ s 

terms of reference, and outlines the review panel' s responsibilities. It will also 

include information on the participant funding program to be administered by the 

Agency. 

임명 즉시， 환경평가청은 겸모패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수행하여， 검도패년의 위 

인조건플 설명하고， 의무를 간추려 엘-려준다. 그리고 힌경평가칭이 정한 참여지- 재 

463 • 



정지원 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다. 

4.3.2 The Agency panel manager assigned to the review panel wi11 prepare a 

draft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prior to the orientation meeting. At the 

orientation meeting or shortly afterward, the review panel wi11 finalize a public 

partlclpation program. 

검토패널에 임명된 환경평가청의 패널 관리자는 오리엔테이션 회의 전에 대중의 참 

여 계획의 시안을 작성할 것이다. 오리엔테이션 회의에서 혹은 그 직후， 겸토패널은 

대중 참여 계획은 확정될 것이다. 

4 .4 Terms of Reference 

위임조건 

4.4.1 The Agency sha11 prepare a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the panel 

review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which shall be 

provided to the Minister for consideration. 

환경평가청은 RA와 상의하여 패널검토에 대한 위임조건의 시안을 작성하여 장관에 

게 제출할 것이다. 

4.4.2 The Agency andíor the Responsible Authority sha11 attempt to identify 

interested parties to the review, and sha11 make available to them and the 

proponent the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commcn t. 

환경평가청 및 RA는 검토 관련 이해 당사자를 벙시하여 밝히고， 사염지-에게 위엮 

조건 시안플 검토 받아야 한다. 

4.4.3 The terms of reference for a review panel sha11 be issued by thc 

Minister,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s. 330 )(b)J. 

장관은 RA와 상의하여， 검토패널에 대한 위임조건을 확정한다. [s. 330)(b) J. 

4.4.4 The terms of reference set the bounds of the review, and should serve 

to c1arify expectations for a11 participants in the process. The terms of reference 

should c1early indicate that the review is to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c 

procedures in this docu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terms of refercncc 

should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project including its scopc pursuant to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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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ct, and the scop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pursuant to s. 16 of 

the Ac t. 

위임조건은 겁토의 한계를 정하고， 과정 상 모든 참여자틀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위임조건은 다른 발이 없는 한 본 문서에 서술된 절차에 따 

라 검토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임조건에는 조례 s.15에 의거 그 

범위를 포함 프로젝트 내용과， 조례 s.16에 의거 고려되어야 할 인자들의 범위가 포 

함되어야 한다. 

4.4.5 If the Minister and the Responsible Authority agree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review warrant time periods different from those outlined 

in section 4.1 , the terms of reference shall indicate what those differences are 

and the reasons for them. 

만약 장관과 RA가 검토환경이 4.1절에 서술한 기한과 차이가 있는 기간을 펄요로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위임조건은 그 차이점과 이유륜 명기하여야 한디. 

4.4.6 The terms of reference may also identify issues to be dealt with 

through mediation (see section 3.0), if appropriate and agreed to by the 

R.esponsible Authority, and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proponent. 

그랴고 만약 적절하고 RA ,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위임조건은 

숭새륜 동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3.0첼 참조) 

4.4.7 A review panel may require clarification of its terms of reference. The 

Presidenl of the Agency,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Autho1'ity, has the 

authority to p1'ovide a clarification to the te1'ms of refe1'ence. The procedure fo1' 

clarifying a term ()f 1'cference is through a lctter from the review panel 

chai1'pe1'son to thc President of lhe Agency. Should clarification be 1'equested, the 

Prcsident of lhe Agency shall ensure a response is provided lo the review 

panel' s letter within 14 days. The review panel shall continue with the review 

to the extent possible while waiting for the response in order to adhere to the 

time periods of the original terms of reference. The review panel shall notify 

participants of any clarifications of the terms of reference. 

감토패년은 위엠조건을 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였디 환경평가청장은， RA와 

성의하여， 위엮조컨윤 l성확히 힐- 재링권플 갖고 있디 위임조건플 명확히 하뉴 절차 

, - 짐도피l ‘」이 서면으보 환경평가청장에게 요구하게 된디→. 요구가 있는 경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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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청장은 서한 접수 14일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겸토패널은 원래의 기한에 맞추 

어 그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하기 위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검토를 지속하 

여야 한다. 검토패널은 위염조건을 명확히 하면 참여자에게 딸려 주어야 한다. 

4.4.8 A review panel may seek an amendment to its terms of reference. For 

minor amendments, the President of the Agency ,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has the authority to make a change to the terms of 

reference. The procedure for requesting a minor amendment to a terms of 

reference is through a letter from the panel chairperson to the President of the 

Agency. Should a minor amendment be requested, the President of the Agency 

shall ensure a response is provided to the panel ’s letter within 14 days. 

Requests for substantive amendments must be made to the Minister, who will 

make every effort to respond within 14 days of the reques t. The review panel 

shall continue with the review to the extent possible while waiting for the 

response in order to adhere to the time lines of the original terms of reference. 

The review panel shall notify participants of any changes to its terms of 

reference. 

검토패널은 위엄조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작은 개정의 경우， 환경평가청장은 

RA와 상의 하여， 위염조건을 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디 위임조건에 작은 개정 

음 요구하는 절차는 패널의 의장이 환경평가청장에게 서한윤 요청한다. 작븐 개정 

플 요청하는 경우， 환경평가청장은 서한 점수 후 14인 내에 응답음 하여야 한다. 상 

당한 개정음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장관에게 하여야 하고， 장관은 최선플 다하여 

14열 내에 응답할 것이다. 검토패널은 원래의 기한에 맞추어 그 기긴 내에 검토륜 

완료하기 위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몽안에도 겸토플 지속하여야 한다. 검토패널은 

위염조건의 변경을 참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5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대중 참여 프로그램 

4.5.1 In finalizing its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the review panel will: 

a) determine language requiremcnts; 

b)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communication for public 

partIclpatIon; 

c) provide the opportunity for interested parties to indicate their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review; 

d) take into account cultural seasons, key community gatherings, and general 

assemblies of aborigin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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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ake into account season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f) develop a mailing list of a11 participants in the review, using electronic mail 

where possible; and 

g) determine the need for and mandate of a local information officer. 

대중 참여 프로그램을 확정하는데， 검토패널은: 

a) 언어 요건을 결정한다. 

b) 대중 참여에 대한 가장 적절한 통신 수단을 결정한다. 

c) 이해 당사자들에게 검토 참여하는 이유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d) 원주민의 문화적 계절， 주요 지역 모임， 그리고 의회를 참고한다. 

e) 계절， 경제， 사회적 고려사항을 참고한다. 

f) 모든 검토 참여자들의 우편주소， 가능하면 전자우편을 작성한다. 

g) 지역 정보요원의 펼요성 및 펼수성을 결정한다. 

4.5.2 The Agency sha11 establish a public registry. The Agency sha11 ensure 

convenient public access to the registry in both hardcopy , Internet, and other 

forms. The public registry wi11 include information from the letter of referral 

from the Responsible Authority to submission of the panel report to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and the Responsible Authority. The Agency sha11 also place 

the post • panel review referred to in s. 4.21.1 on the registry. The registry sha11 

conlain a list of documents that would help membcrs of lhc public participate in 

the review. The text of the documents should bc accessible through the rcgistry , 

and should be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l or lhrough a dial up/fax back 

system. Pancls wi11 be encouragcd to use ll10dcrn information systems to 

facilitate access to , and cxchange of, information rc암arding thc review. 

환경평가청은 공공 등콕소룹 설치할 것이디 환경평가청은 인쇄불， 인터넷 등 71 티

수단에서 그 등룩소에 대중이 편리하게 접끈할 수 있도꽉 보장하여야 한디. 공공 

등록소는 RA의 대중검토 의뢰서로부터 시작하여 환경부 장관 및 RA에게 제출하는 

패넬검토 보고서까지 제반 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디 그러고 환경평가청은 등록소에 

s. 4.21.1 항에 있는 패널검토 후 검토사항도 비치하여야 한다. 등록소는 검토에 참 

여한 대중을 도울 문서의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문서의 본문은 등록소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인터넷 혹은 전화/팩스를 똥하여 받아 볼 수 였어야 한다. 패넬은 

검토 관련 정보의 접근 및 쿄흰플 쉽게 하는 최끈 정보계통을 이용하도록 꽉려헬

것이디 

4.5.3 To facilitate public participation , the proponent shall submit all 

documentation in hardcopy , and , whcnevcr possiblc. in clectron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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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엽자는 모든 문서를 문서 형태 그리고 가능 

하면， 전자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F Ìlmre 4 - Oooortunities for Public Particioation 

I‘OSTPANEL 
REVIEW 

HEARINGS INFO. ASSESS. 
MEETINGS 

EIS 작성지칭 시안 

때널검토 사후 
검토 뉴→{ 

/ 
~ 공청회 

4.6 Supplemental Procedures 

추가 절차 

여 r---카 

\\ 
다끓가회의 

R라야흩w 

EIS검토 

4.6.1 Review panels may choose to prepare supplemental procedures for the 

conduct of public hearings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of rcferencc. 

Supplemental procedures must be consistent with the procedures outlined in this 

document and must be approved by the President of the Agency. Any 

supplementary procedures will be posted on the public registry. 

검토패널은 위임조건에 따라 공청회 수행을 위한 추가 절차콜 작성할 수 있다. 이 

추가 절차는 본 문서에 서술한 절차와 일치하여야 하고， 환경평가청장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모든 추가 절차는 공공 등콕소에 비치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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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Technical Advisors to the Review Panel 

검토패널에 대한 기술 자문 

4.7.1 A review panel wi11 be composed of members possessing a variety of 

expertise, and is empowered [s.12(3)] , throughout the review, to obtain specialist 

or expert information or knowledge with respect to a project from federal 

authorities in possession of such information or knowledge. In addition to this , 

the need may arise for the review panel to retain the services of independent 

non-government experts or legal counsel at any time during the review but 

prior to the completion of hearings, to provide advice on certain subjects within 

the review panel' s terms of reference. 

검토패널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토 전반에 걸쳐서， 프로젝 

트 관련하여 전문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연방기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재량권블 

갓는디 .. [s.12(3)] 이에 추가로， 검토패널이 검토 중 정부가 아넌 다른 전문가 써비 

스 흑은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청회 완료 전에 검토 

패널의 위임조건 내에서 일부 과제에 대하여 자문단음 유지할 수 었다. 

4.7.2 The list of experts retained sha11 be made public by the review panel. 

All documents obtained or created by the experts sha11 be made publicl~' 

availablc upon receipt by the review panel. This shall cxclude infor11lation 

sub.i ect to solicitor clienL privilege where Lhe expcrt is a lawyer. 

사용-한 산문가 명단은 검토패널이 공개하여야 한디 전분가뜰에 의하여 취닥한 -흑 

은 작성한 모는 문서는 검토패널이 접수하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변호 

사민 경우， 고객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는 배제하여야 한다. 

4.8 ScopÌng as Part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검토패낼 평가의 엘부로서의 범위 확정 

4Xl Scoping is an exercise of identifying thc environmental and related 

issues that wi11 be exa11lined in the environ11lental assessment. Scoping is 

intended to ensure that the issues to be studied in the review represent fairly 

thc concems of the interested parties. Scoping is also intended to ensure that all 

issues considered in the review warrant study and presentation in the EIS. 

멤위한정은 환경평가에서 겸 IE할 환경 렛 관런 사안윤 확정하는 과정이디. 범위확 

상유 깎.17-.에서 고려힐 사인-판이 이해 당사자뜰의 관선유 작선히 대표하논가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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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범위확정의 목적은 검토에서 고려할 모든 사안들이 

EIS에서 고려되고 제시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다. 

4.8.2 Scoping should commence as early as practicable in an environmental 

assessment. Scoping consists of the following stages: 

a) agency prepares draft project-specific guidelines, circulates them to identified 

interested parties and announces their availability for public comment: 

b) review panel receives written comments and may conduct scoping meetings; 

and 

c) review panel prepares final project-specific guidelines. 

범위확정은 환경평가에서 가능한 조속히 시작하여야 한다. 범위확정은 다음의 단계 

를 포함한다. 

a) 환경평가청은 프로젝트 관련 지침의 시안을 작성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회람하 

고， 대중의 검토를 위하여 공고한다. 

b) 검토패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하며， 범위확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한다. 

c) 검토패널은 프로젝트 관련 지침을 확정한다. 

Prcnaration of Draft Guidelincs 
지침 시얀 작섞 

4.8.3 The Agency will prepare draft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information requircd for the panel revie\\'. Guidelines are directions to the 

proponent for the preparatio l1 of the EIS. Clear guidelines reduce the cha l1ces ()f 

dclays an~l11당 from deficicncies in information during the documentation review 

stage. 

환경평가청은 패널검토에 펀요한 자료 작성을 위한 지침의 시안을 작성할 것이다. 

지침은 EIS 작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멍확한 지침은 문서 검토 

단계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지연의 기회를 판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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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핑ur료-.5 - Referral and Scooing <Recommended Time: 111 days) 

SCOPING 

1. Agcncy issucs draft project 
specificg\li<!eli l)!!s for public 
commenlS(s.4.8.4) 

4Sday inim1lm -+ 
2. Review Panel reviews draft 
guidelines and consults public 
(S.4.8.9) 

REFERRAL 

Agency continues to identify 
Review Panel candidates and 
draft terms of referen∞ 
(s.4.2.1) 

Review Panel appointed and 
issued with terms of 
reference (s.4 .2.4) 

REVIE‘,V PANEL FINALIZES G lJIDELINES, ISS lJ ES TIIEM 
TO PROPONENT, AND i\ IAKES THE I\ I PlIßLIC (S.4.8.9) 

그렴 5 패넘캠토 의뢰 및 범위 확적 (권장기간 111 힐) 

범위확정 

i 

1 

검토때널은 지침융 확청하고， 사업자에게 송부， 그리고 공공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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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1tation on Draft Guidelines 

지침 시얀에 대하 자문 

4.8.1 The Agency sha11 make available for public comment draft guidelines at 

the time of referral or shortly thereafter, for a period of 45 - 90 days. This 

review period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public, government agencies , 

industry, and the proponent to comment before the draft guidelines are finalized 

and issu어 to the proponent. 

환경평가청은 45-90일 기간 동안에， 검토의뢰 혹은 그 이후 조속히， 지침 시안에 대 

하여 대중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검토기간은 대중， 정부기관， 산엽 

체 및 사업자가 지침의 시안이 확정되어 사업자에게 통고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4.8.2 The Agency sha11 actively solicit the proponent' s comments and 

questions on the draft guidelines. 

환경평가청은 지침 시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및 칠문플 강력히 독려하여야 한다. 

4B.::l The Agency shall submit a copy of the draft guidelines to the review 

panel upon its appointment. Shortly after its appointmen t, the review panel will 

receive written comments from interested parties on the draft guidelines. Thc 

review panel may convene scoping meetings to receive comments on the 

guidelines. 

환경평가청은 검토패널을 임명하는 즉시 지침 시안블 패널에 제시하여야 한다. 임 

l싱 즉시， 검토패널은 시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의견을 받을 것이다. 

짐토패널은 지침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뱀위확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4.8.4 If scoping meetings are held, the review panel sha11 invite interested 

parties, the proponent and government agencies to assist in the identification of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review by commenting on the draft guidelines. All 

interested parties may participate at the meetings , or they may contribute their 

comments to the review panel in writing. 

만약 범위확정 회의를 개최한다면， 짐도패널은 이해 당사지， 사엄자， 정부가 Fl 윤 초 

• 472 



청하여， 지침 시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검토 시에 언급할 사안을 멍시하게 

끔 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이 회의에 참가하던지， 혹은 서면으로 의견플 검토 

패널에 제시 할 수 있다. 

4.8.5 Through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parties, the review panel will 

deterrnine the language requirements and the number of copies of the EIS that 

are necessary for distribution. The review panel shall consider the availability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the potential for reducing the numbers of 

hardcopies required. The review panel will specify these requirements in the 

final guidelines.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하여， 검토패널은 언어요건과 분배할 EIS의 부수를 결정할 것 

이다. 검토패널은 전자통신 사용을 통하여 필요한 인쇄물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여 

야 한다. 검토패널은 이러한 요건들을 최종 지침에 상술할 것이다. 

Finalizinl! the Guidelines 

지침의 최종확정 

4.8.6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nts it received on the draft guidelines , 

the review panel will finalize the guidelines. Once the guidelines are finalizcd. 

the review panel will issue them to the proponent and make them public. 

Where ScoDinl! has Occurred in a Previous Asscssment 

판열한 범위확정이 예전에 있었던 경우 

4.8.7 Where scoping has previously occurred under thc Act in a screening , 

comprehensive study , or mediation , or in another jurisdiction, on the samc issues 

to be assessed by a review panel, the scoping process outlined above mél :V not 

be required. 

조례에 의거 선별제척， 포괄연구， 혹은 중재， 혹은 다른 책임기관에서 예전에 꽁임 

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패날에 의하여 범위확정을 한 경우， 상기에 서술한 밖위확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4.8.8 Scoping will occur during the assessment by the review panel unless 

scoping undertaken durin당 a previous assessment is considered by the Agenc? 

to be adequate.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 the Agency will take into account ‘ 

among other things, whether interested parties were ablc to participéllC full :v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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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ly, and the sufficiency of the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assessment. 

범위확정은 환경평가청이 예전의 평가에서 수행한 것이 충분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경우，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 중에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환경 

평가청은 푸엿보다도 온전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가능성 여부 및 예전 평가 자료의 

충분성을 고려할 것이다. 

4.8.9 If the Agency considers the previous scoping process to be adequate, it 

wi11 ensure that the review panel' s terms of reference. to be recommended to 

the Minister for approval, clearly indicate that scoping wi11 not be conducted in 

the panel review. In such cases, the assessment by the review panel wi11 fo11ow 

the process and timelines outlined in Appendix E from the point where scoping 

is completed. 

만약 환경평가청이 예전의 범위확정 과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권고에서， 검토패널에 대한 위임조건에 패널검토에서 범위확정을 

수행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라한 경우， 검토패널에 의한 평 

가는 범위확정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부록 E에 서술한 과정 및 시간표를 따름 것 

이다. 

4.8.10 Where scoping wi11 not occur in the assessment by the review panel as 

outlined above, the Responsible Authority sha11 provide the review pancl upon 

appointment with a11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pre\'ious é1ssessmen t. 

상기에 싱-술한 바와 같이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에서 범위확정이 이루어지지 。 1- '
'--t; \-~ 

경우， RA는 검토패널이 염명되는 즉시 예전 평가 증에 있였던 제반 지-료플 퍼l 년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4.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환경평가진술서 (EIS) 

Preoaration of the EIS 

EIS의 작성 

4.9.1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the guidelines. the proponent will provide 

the review panel with a written schedule of the time it \Vill take to prepare and 

submit the EIS. The panel sha11 make the schedule public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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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접수 90일 내에， 사업자는 EIS 작성 및 제출 스케줄을 서면으로 겸토패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9.2 The proponent sha11 prepare the EIS according to the schedule referred 

to in section 4.9.1. The EIS sha11 include a summary. 

사업자는 4.9.1 절에 서술된 스케줄에 따라 EIS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EIS는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4.9.3 If the proponent wi11 be deviating from the schedule referred to in 

section 4.9.1 , the proponent sha11 notify the panel a minimum of 30 days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EIS. 

만약 사업자가 4.9.1절에 서술된 스케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EIS 제 

출 최소한 30일 전에 패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4 While the proponent is preparing the EIS , the review panel manager 

sha11 consult with interested parties on the schedule and location for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The timing and location of thc information assessment 

l11eelings , to be determined by the review pane l. shall take into considcration 

c01l1111unities that could be affected by the pr이ect ， interested parties and their 

locéltion and time availability , local culture and customs of affected communities. 

and thc need to complete the review in a timcly élnd cost-cfficient manncr. 

사엄지가 EIS촬 작성하는 동안， 검토패년 관리자는 자효평가 회의 스케줍과 장소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둡과 협의하여야 한디. 검토패년이 자료평가 회의 시간과 장소 

쉰 결정하는데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이해 딩사지- 및 그들의 장소 

및 시간의 가능성， 지역의 문화 및 관습， 그리고 기간 내에 짐토의 효율적 완료의 

편요성윤 Jl려하게 된디. 

Submission of the EIS to the Review Panel 

겸도패년에 EIS 제출 

4.9.5 The proponent sha11 submit to the revicw panel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EIS. in addition to h건rdcopies ， to the extent possible. Information generated 

in eleclronic form shall be submitted in digital for l11 , and hardcopy to the extent 

j)ossib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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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가능한 한 EIS를 인쇄물 형태에 추가로 전자 형태로 검토패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전자 형태로 작성된 자료는 디지털 형태， 그리고 가능한 한 인쇄물로 제 

출하여야 한다. 

Distribution of the EIS 

EIS의 배포 

4.9.6 The review panel may ask the proponent to distribute the EIS. When 

this occurs, the review panel manager wi11 monitor the distribution. Where a 

review panel distributes the EIS , it wi11 only do so upon receipt of sufficient 

copies of the EIS in appropriate languages for distribution to interested parties. 

검토패널은 사업자에게 EIS를 배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토패널 

관리자는 배포를 감시하게 될 것이다. 검토패널이 EIS를 배포하는 경우， 이해 당사 

자들에 대한 배포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충분한 부수의 EIS를 접수하는 즉시 시 

행하게 될 것이다. 

4.9.7 Participants sha11 be given a mlnImUm of 60 days to provide written 

comments on the EIS. 

참여자뜰에게 EIS에 대한 서떤 의견 제시델- 위하여 최소한 60인의 기한를 주어야 

한디. 

4.10 Questions and Answers During the EIS Review Period 

EIS 검도 기간 중 겔의 및 응Iif 

4.10.1 During the review of the EIS , intercsted parties are encouraged to 

submit written questions to the proponent or other interested partics élS 

necessary , with copies of all questions copied to the panel and placed on thc 

public registry. The review panel may submit written C]uestions at any lJoint in 

the review. The proponent and interested parties recelvmg questions should 

respond expeditiously’ in writing to the C] uestions received. All answers should 

be copied to the review panel and placed on the public registry. 

EIS 검토 중， 이해 당사지들을 독려하여 서면 절의륜 사염자 혹은 펼요에 따라 더

이해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모든 절의의 복사본플 패년에게 보내며 공공 등록소에 

비치하도록 한다. 검토패넌은 겸또 증 어떠한 시점에서도 서면 진의 한 수 있디 진 

의 꽉 반은 사염 지- 렛 이 해 당사지-판은 선속히 서 민으로 응닫하여 야 한디- 갚-끈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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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복사본이 검토패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공공 등록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11 Announcement of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자료 평가회의의 공고 

4.11.1 At the time of distribution of the EIS, the panel wi lI announce a 

schedule for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glvmg a mmlmum 45 days notice. 

The review panel will request interested parties to submit written comments on 

the EIS during this period. In addition to meetings and written submissions, the 

review panel may choose to use other tools. 

EIS를 배포할 때， 패널은 최소 45일의 통고와 함께 자료 평가회의 스케줄을 공고하 

게 된다. 검토패널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 

청하게 된다. 이에 추가로 검토패널은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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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i!ure 6 - Information Assessment (Recommended Time - 165 days from 

submission of EIS to start of hearings, not including time to prepare 

information) 

1. Proponent submits EIS to Review Panel (s.4.9.5) 

2. Review Panel announces minimum 60-day review 0 1' EIS 

60 DA YS MINIMUN 

1. Review Panel conducts infomlation assessment meetings (s.4 .12) 

2. Review Panel receives written comments on EIS 

I Rp.vip.w P::m f":1 c.n" c; 

NO ~ \\ ..... YES 

Panel issues notice tor Hearings 

(s .4 133) 

4S days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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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dditional Information 

(s.4 .14.1) 

Review 1’nncl dClcr l11 incs suflicicllcv of 

Addilional In förmalion 

1. IfsuflicicllL rcvicw pancl annoullccs 
EA I-Iearings (s.4 16.2) 

2 Ifsignitìcant lack ofinf‘örmation , 
rcview cxlcndcd (5.16.3) 

3. Ifminor lack 0 1' intörlnation. hcnrings 
announced 、\'ith information to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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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작성 165일， 자료 개최까지 공청회 EIS 제출부터 6 자료팩가 (권고 기한 

불포함) 

프립 
간은 

l 사업자 EIS 검토패덜에 제출 

검토패널 최소60일 EIS 검토 공고 2 

최소60 일 

l 검토패일 자료 평가회의 시행 

검토때널 EIS에 대한 서면 의견 접수 2 

검토패널 모든 자료 빛 의견 반영 

30 일 

검토패덜 추가자료 요청 요칭 여부 전정 

\\、 예 아니오 

추가자료 요식 페널 곰청회 통고 꽁시 

최소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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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자료평가 회의 

4.12.1 The review panel will conduct infonnation assessment meetings which 

wiU focus on the EIS submitted by the proponent. The purpose of these 

sessions is to assist the review panel in detennining the adequacy of the 

infonnation submitted by the proponent. These concise and focused session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review panel and participants to seek clarification 

of and ask questions about the EIS and the infonnation available on the public 

regístry. 

검토패널은 사업자가 제출한 EIS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평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 회의 목적은 검토패널을 도와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것 

이다. 이 간단하고 요점 있는 회의는 검토패널과 참여자가 EIS에 관하여 설명을 듣 

고 질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공공 등록소에 비치할 자료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4.12.2 The review panel has the discretion to detennine location, duration, 

format and structure of the infonnation assessment meetings. 

검토패덜은 자료평가 회의에 대하여， 개최 장소， 기간， 형태 및 조직을 결정할 재링: 

권을 갖는다. 

4.12.3 All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will be open to the public. 

모든 자료평가 회의는 대중에 공개된디. 

4.13 Determining the Adequacy of the EIS 

EIS 충분성의 결정 

4.13 .1 Following completion of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the review 

panel shall detennine whether it has adequate information to proceed to 

hearings. In so doing , the review panel shall consider its own detailed review of 

the documentation, the written comments of the public, govemment departments , 

other govemments and technical experts, written exchange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 and the discussions held during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자료평가 회의 완료에 따라， 검토패널은 공칭회 개최를 위한 지-료의 충분선 여부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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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문건에 대한 검토패널 자체의 상세 검토， 대중 

정부부처 기타 부서 및 기술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 이해 당사자들의 교류 서면， 그 

리고 자료평가 회의 중 제시된 토론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4.13.2 Where the project design has changed subsequent to the submission of 

an EIS and the review panel concludes that the change in the project design 

falls outside the project described in the panel ’ s terms of reference, the panel 

shall inform the Minister of this and seek direction. 

프로젝트 설계가 EIS제출 후 변경이 있고， 검토패널이 그 프로젝트 설계 변경이 패 

널 위임조건 서술된 프로젝트의 범위 밖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페널은 이 사실을 

장관에 게 보고하고， 그 지 시 를 받아야 한다. 

4.13.3 If a review panel determines that it has adequate information to proceed 

to hearings, it shall issue a notice a mlmmum of 45 day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hearings. 

만약 검토패널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자료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최소 45일 전에 통고를 고시하여야 한다. 

4.13.4 Prior to scheduling the hearings. the review panel manager shall consult 

with interested parties on the timing and location for the hearings. This could 

bc in the form of a pre-hearings confcrence or could bc a writtcn or oral 

exchange. The timing , location , and format of thc hcarings shall takc into 

consideration communities that could be affectcd by the project. interested 

parties and their location and time availability. locéll culture and customs of 

aboriginal communities, and the need to complelc thc rcview in a timcJy and 

coslcfficient manner. 

공청회 스케한음 잡기 전에， 검토패델 관리자는 공칭회 시간과 장소에 판1-하여 이해 

당사자뜰괴 상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정회 사선 회의름 폼하던지， 흑은 서 

면 및 구두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공청회 기긴 장소 및 형태는 프 

로젝트가 영향을 미칠 지역， 이해 당사자뜰 및 그뜰의 위치 기간의 가능성， 원주민 

지력 문화 및 관습， 그리고 기간 내 효윷적 검토 환갚의 판요성플 고려하여야 한다. 

4.14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자료 요칭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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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If the review panel detennines that it does not have adequate 

infonnation to proceed to hearings, the review panel shall advise the proponent, 
public1y and in writing,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end of the EIS review 

period, of the additional infonnation required. 

만약 검토패널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검토패 

널은 공개적으로 사업자에게 통고하고， 서면으로 EIS 검토 기간 완료후 30일 이내 

에 RAI를 요청하여야 한다. 

4.15 Submission of AdditionaI Information 

추가자료의 제출 

4.15.1 For scheduling purposes of all participants, the proponent will provide 

the review panel with a written schedule of the time it will take to prepare the 

additional information. 

모든 참여자들의 스케줄을 잡는 목적으로， 사업자는 검토패널에게 추가 자료를 작 

성할 기간의 스케줄을 서면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4.15.2 The proponent shall prepare the additional infonnation according to the 

schedule referred to in section 4.15.1. 

사업자는 4.15.1절에 서술된 스케줄에 따라서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15.3 If the proponent will be deviating from the schedule referred to in 

section 4.15.1 , the proponent shall notify the review panel a minimum of 30 days 

prior to subrnission of the additional infonnation. 

만약 사업자가 4.15.1절에 서술한 스케줄을 어기는 경우， 사어바는 추가 자료 체출 

최소 30일 전에 검토패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16 Determination of AdeQuacy of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자료 충분성의 결정 

4.16.1 Upon receipt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the review panel will ensure 
that it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for review and comment. 

추가자료 접수 즉시， 검토패널은 대중 겸토 렛 의견을 보장하여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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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If after review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 and written submissions 

from interested parties the review panel concludes that it has adequate 

information to proceed to hearings, it sha11 announce the hearings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ing a nummum of 45 day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hearings. 

만약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검토패널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추가 자료 접수 45일 내 

에 공청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 개최 전까지 최소 45일이 있어야 한다. 

4.16.3 If after review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 and written submissions 

from interested parties the review panel is still of the view that it does not 

have adequate information to proceed to hearings, it sha11 inform the President 

of the Agency of the need to extend the overa11 time period for the review. 

Upon recelpt of an approval for an extension, the review panel sha11 inform the 

proponent of outstanding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indicate that the hearings 

wi11 not be scheduled until that information is submitted. 

만약 추가 자료를 겸토하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의견을 점수한 후 검토패널이 

공성회 개최판 위하여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환경평가청장에게 

검토 기간의 연장의 팔요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연장 허락을 받는 즉시， 검토 

패년븐 사엽자에게 주요 자료 요청을 알리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공청회가 계획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4.16.4 If after review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 and written submissions 

from interested parties the review panel is of the view that the lack of 

information is minor in nature and the review panel receives a commitment from 

the proponent to provide the outstanding information within 30 days of the 

second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e panel may proceed to hearings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the response to the first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1"i. 

만약 추가 자료룹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검토패널이 

공침회 개최륜 위하여 자료가 약간 부족하다고 결정하였으나， 2차 추가 요청에 30 

인 내에 주요 지-료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패년은 첫번째 RAI의 답변 접수 

4;:) ，긴 니}에 공칭회판 추진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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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s 

공청회 

4.17 

4.17.1 The review panel sha11 notify the public of the hearings schedule, giving 

a mlmmum of 45 days notice. 

공고한다. 

4.17.2 The review panel will conduct hearings which will focus 

environmental and related effects of the proposed project, as required by the Act 

of reference for the review. These hearings will provide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present their views on the project. 

the on 

대중에게 공청회를 기간을 주는 최소 45일의 검토패널은 

an terms the and 

01 

^ 프로젝트의 환경 조례 및 위임조건 요건에 따라， 제안 

공청회를 시행하게 된다. 

위한 

맞추어 

검토패널은 검토를 

관련 영향에 초점을 

1n most cases, a review panel sha11 hold two types of hearings: 

a) community hearings, and 

b) general/technical hearings. 

4.17.3 

개최한디. 공청회룹 형태의 I二-, 대부분의 경우， 검토패년은 

a) 지역 공장회 

벨반/기숨 공청회 b) 

clrcums tances that determine to discretion the has panel revlew The 4.17 .4 

warrant only one type of the hearing or a combination of the two types in one 

。--L 하
 
너
 

보
 
「형태의 c 

T 공청회에서 한 으
 

L 호
 
「공청회， 한 개의 

hearing. 

검토패널은 경우에 따라서 

겸정할 재링-랜플 갖는다. 

4.17.5 Where both types of hearings are held, the review panel shall determine 

the order in which it sha11 conduct the hearings 

Communitv HearinJ!s 
지역 공천회 

opcn 때
 

” ” u ” + 
l ‘ lhc encouragc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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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people living in or adjacent to the area potentially affected by 

the project. Sections 4.17.6 to 4.17.16 apply to community hearings. 

지역 공청회는 프로젝트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지역 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4.17.6에서부터 4.17.16절까지가 지역 공 

청회에 적용된다. 

4.17.7 Participants will be invited to register in advance if they wish to make 

a presentation, but a review panel will generally make every effort to hear from 

a11 persons who wish to speak,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egistered. 

참여자는 발표할 것을 원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검토패 

널은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발표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 

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4.17.8 The review panel chairperson sha11 make it clear to participants that the 

hearing will be conducted in an informal, but structured manner, and that a11 

participants are to be treated with respec t. The chairperson sha11 also make it 

clear what discretionary powers he/she has to conduct the hearing and to 

ensure a timely exchange of information. 

검토패년 의장은 공청회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젤서 있는 형태로 추진될 것을 참여 

자플에게 명확히 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자들을 존경플 잦고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 

고 의장은 공청회에서 사용하여 정보의 시기적절한 교환윤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한 

수 있는 재링:권에 대하여 멍확히 하여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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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oortinJ! (Recommended Time 

120 days) 

그뭘 7 

HEARINGS 

FocU5ed on the Environmental and Related Effects of the Project as 5et out in the Act and the 

Review Pane1’ 5 Tenn5 ofReference (5.4.17) 

I RE빠 PANEL PREPARES REPORT 때 

REVIEW PANEL SUBMITS REPORT TO MINISTERS (5.4.18) 

환경 평가 및 보고 (권장 기간 - 120 일) 

공청회 

환정팽가조례 및 검토패널 위임조건에 정한 환경 빚 관렌 영향에 초점올 맞줍 

검토패널 보고서 작성 

검토패널 환겸부 장판에게 보고서 재쓸 

4.17.1 The review panel chairperson 

with opening remarks. 

shall commence each community 

검토패널 의장은 매 지역 공청회에서 개회사로서 개회를 한다. 

hearing 

4.17.1 The proponent may be asked 

thc community hearin당 s. 

to make a presentation at some or all of 

486 -



일부 혹은 모든 지역 공청회에서 사업자는 발표를 요청 받을 수 있다. 

4.17.2 The public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information and make 

statements. This will be followed by an informal question and answer period. 

대중은 자료를 발표하고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그 이후 비공식적 질의 응 

답 기간을 갖는다. 

4.17.3 Persons sha11, at the beginning of their presentations, identify who they 

are and what organization, if any, they represent. 

발표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소속인지 밝혀야 한다. 

4.17.4 To ensure a11 participants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reasonable 

time limits may be imposed. Where reasonable time limits are not imposed, the 

chairperson may encourage session participants to make their presentations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o a110w a11 participants an opportunity to 

speak.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작절한 시간 제한플 툴 수 었다. 

석 설한 시간 제한을 정하는 경우， 의장은 찬여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륜 하고. 

모든 참여자뜰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할 것을 독려하여야 한다. 

4.1 7.5 The chairperson has the discretion to resLrict discussion or presentations 

which are outside the mandate of the panel review , or which are needlessl~T 

repetitive or irrelevant. Organizations are encouraged to co • ordinate thcir 

presentatlOns. 

의장은 패널검토 범위 밖 혹은 불필요하게 반복하거나 관련 없는 토론 흑븐 밥표에 

제재뜰 가할 재량권을 갖는다. 

4.17.6 The chairperson shall determine the language(s) in which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Upon prior notification,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discretion to decide if interpretation services are warranted. 

의장은 공청회에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여야 한디. 사전공고에 따라， 의장 

은 통역의 펄요성 여부륜 결정할 재량권을 잦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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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The chairperson has the cliscretion to schedule extra hearings to 

accommodate additional presentations. 

의장은 추가 발표를 수용하기 위하여 추가 공청회를 계획할 재량권을 갖는다. 

GeneraI/Technical Hearinf!s 

일반/기술 공청회 

4.17.1 GeneraVtechnical hearings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gistered 

participants, including the proponent, to make a presentation to the review panel 

on both technical and non -technical subject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review. The hearings als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and the review 

panel to question the proponent and its submissions, and for the review panel 

and the proponent to question participants' submissions. Some of these hearings 

may be focused on one or two topics, which will be specified at the time the 

hearings are announced. Sections 4.17.17 to 4.17.28 apply to general Itechnical 

hearings. 

일반/기술 공청회는 사업자를 포함한 등록 참여자들이 검토범위 내의 기술 혹은 비 

기술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패널에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참여자와 겸토패널이 사업자 및 그 제출물에 대해 질문하고， 그리고 겸토패년과 사 

엽자가 참여자의 제출불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공청회 중에는 한 

두 가지 과제에 초점플 맞추고 이를 공청회 공고 시 정하여 발표할 수 있디. 

4.17.17에서 4.17.28절까지는 일반/기술 공청회에 적용된다. 

4.1 7.2 Participants who wish to make a presentation at a general!technical 

hearing should provide notice of that intention to the review panel at least 10 

days before the hearings commence. Any person providing timely notice of 

intention to participate wiU be included on the list of scheduled participanls. The 

opportunity for persons who have not registered to present wi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chairperson. 

일반/기술 공청회에서 발표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는 공청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검 

토패널에게 그 의도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발표 참여자 명단에 포함펠 

것이다.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장의 재량권에 따라 발표 여부가 결정된 

다. 

4.17.3 Persons shall, at the opening of their presentation, identify who they arc 
and what, if any , organization they repres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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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소속인지 밝혀야 한다. 

4.17.4 The panel chairperson sha11 make it clear to participants that the 

hearing will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complies with the review panel ’ s 

terms of reference, the procedures in this document, and any supplemental 

hearings procedures that may have been issued by the review panel. It should 

be specified that the hearings wi11 be non-judicial, but structured, and that a11 

participants are to be treated with respect. The chairperson sha11 also make it 

clear what discretionary powers he/she has to moderate the hearing and to 

ensure a timely exchange of information. 

패널 의장은 참여자들에게 공청회가 검토패널의 위임조건， 이 문서의 절차， 그리고 

패널이 추가로 발간한 절차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공청회는 사법적인 것은 아니나 

칠서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참여자가 존경을 갖고 취급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공청회를 중재하고 시간 내 정보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17.5 Presentations of a scientific or technical nature should preferably be 

submitted in writing. Participant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distribute written 

submissions to other participants and the panel at least one week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hearings. In cases where this does not occur, thc panel 

sha11 make the document available to other participants. The one-week period 

é\ llows the panel and participants to review the submissions before hearings 

commence. The panel may refuse to é\ccept unsolicited written submissions 

containing substantive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not already availé\ble to 

the public that are received less than one week prior to the hearing at which 

the party is scheduled to present.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표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은 최선플 

다하여 타 참여자들에게 서면 제출물을 배포하고， 공청회 개최 최소 1주일 내에 하 

여야 한다. 이렇게 아니 되는 경우， 패널이 타 참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1주일간의 기간은 패널과 참여자가 공청회 개최 선에 제촬불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패널은 공청회에 나와서 발표할 기한이 1주힐 미만이고， 대중에게 아직 

꽁새되지 않았으며， 요정하지도 않은 상당한 과학 및 기술 정보가 담긴 서떤 제출 

플은 침수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4.17.6 Where an oral presentation is supported by él written submission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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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person may direct the presenter to summarize orally the main points in his 

이- her written submission rather than read directly from his or her written 

submission. 

서면 제출을 구두로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 의장은 발표자에게 서면 제출물을 직접 

읽는 것 보다는 구두로 주요점을 요약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4.17.7 The chairperson may impose time limits for presentations, to ensure that 

a11 participants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e chairperson has the 

discretion to grant longer time limits to presenters, provided one week advance 

notice is provided by the presenter to the chairperson. 

의장은 발표 시간 제한하여 모든 참여자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의장은 

발표자가 의장에게 발표 1주일 전에 사전 요청이 있을 시 좀 더 발표 시간을 연장 

해 줄 재량권을 갖는다. 

The chairperson has the discretion to restrict discussion or presentations that 

are outside the mandate of the panel review, or that are needlessly repetitive or 

irrelevant. Organizations are encouraged to co-ordinate their presentations 

의장은 패널검토 범위 밖 혹은 불펠요하게 반복하거나 관련 없는 토론 혹은 발표에 

제재를 가할 재량권플 갖는디 기관들은 그뜰의 발표쉴 혐의 3Efr하도록 권유한디 

4.17 .1 If requested, time will be allocated by the review panel at the end of 

the hearings to receive any closing statements th따 participants or the proponent 

may wish to make. If possible, closing statements should be scheduled within 7 

days from the completion of the scheduled presentations. Such statements are 

not to contain any new information and will not be subject to questioning. 

요청이 있으면， 검토패널은 공청회 마지막에 참여자 및 사업자는 원하는 폐회 진숨 

을 받을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가능하면， 폐회 진술은 계획된 발표 완료로부터 7임 

내에 계획하여야 한다. 이 진술에는 새로운 정보륜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젤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17.2 The chairperson sha11 determine the language(s) in which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Upon prior notification,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discretion to decide if interpretation services are warranted. 

의장은 공청회 괴-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여야 한디 사선 공고에 따라， 의장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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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4.17.3 Where the review panel exercises authority under s. 35(3) or 35(4) of 

the Act, the review panel shall make available its reasons for exercising that 

authority. If possible, information provided at an in-camera meeting should be 

summarized or characterized for the public record in a way that does not cause 

harm to an interested party. 

검토패널이 조례의 s. 35(3) or 35(4)에 의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검토패널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가능하다면， 영상 회의에서 제공된 정보는 이 

해 당사자 에게 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공공 기록을 위하여 요약 정리 하여야 

한다 

4.17.4 The review panel shall not receive any new information after the 

hearings have ended. 

검토패널은 공청회가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자료를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Questioninl! - Communitv Hearinl!s 
점의 지역 공척회 

4.l7.5 Each person may be questioned informally for purposes of clarification. 

immediately after his or her presentatio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Cj uestions shall be provided following each presentation. 

각-자는 발표 직후 분명히 할 목적으로 비공식적 질문플 받을 수 있다. 각 발표 후 

석절한 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4.17.6 The order of the questioning is at the discretion of the chairperson. 

Review panel members may ask questions at any time. 

전의의 순서는 의장의 재량권에 의존한다. 검토패널 위원은 아무 때나 칠문할 수 

였디 

Questioninl! - General/Technical Hearin1!S 

죄의 임반/기술 공척회 

4.17.7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questions shall be provided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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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resentation. If a participant would like additional time during the question 

period to ask detailed questions of another participant, advance notice should be 

provided to the panel. 

각 발표 후 질의를 위한 적절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질의 중 좀 더 상세한 질문을 위하여 추가 시간을 원하는 경우， 패널에 

게 미리 알려야 한다. 

4.17.8 Persons may be subject to extensive detailed questioning to obtain 

further information or explanation. 

좀 더 자세한 정보 및 설명을 듣기 위하여 상세 질문할 수 있다. 

4.17.9 The order of the questioning is at the discretion of the chairperson. 

Review panel members may ask questions at any time. 

칠의의 순서는 의장의 재량에 따른다. 검토패널 위원은 아무 때나 질문할 수 있다. 

4.17.10 Ordinarily, the chairperson will allow a participant to put questions 

directl :v to the presenter. The chairperson shall refuse to allow questions that 

are abusive or excessively confrontational. Where a person does not abide by 

the procedures and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the chairperson has the 

authority to refuse to pennit further questioning from that individua l. 

동상적으로， 의장은 참여자가 직접 발표자에게 질문플 허용한디 의장은 독설적이고 

과하게 공격적인 질문은 제재하여야 한다. 젤차 및 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 

우， 의장은 더 이상의 칠문플 금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 

4.17.1 1 Where a review panel intends to use its powers pursuant to s. 35(2) , 

the chairperson shall infonn the person subject to the order, orally or in writin탐 

of the intention of the panel to use that power. 

검토패널이 s. 35(2)에 의거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의장은 그 실력 행사의 

의도를 구두 혹은 서면으로 명령을 받을 대상인에게 알려야 한다. 

4.17.12 The chairperson has the discretion to restrict questions that are 

considerecl outside the mandate of the panel, or are needlessly repetitive or 

irreleva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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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 관련 없다고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의장은 패널 권한 범위 밖이거나， 혹은 

는 질문을 제한할 재량권을 갖는다. 

Questioninl! - Other 

점의 기타 

4.17.13 The chairperson has the discretion to allow for any additional questions 

at the end of each hearing, if time permits. 

of 

갖는다. 

4.17.14 The review panel members will be free to pursue any 

questioning relative to its terms of reference at any time during the questioning 

of a presentation and at the end of each session. 

line 

재량권을 허용할 추가 질문을 끝에 공청회 시간이 허락하면， 매 의장은 

위임조건 관련하여 어떠한 말，언제라도 각 회의 및 검토패널 위원은 발표 질의 중 

질문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ReOTesentation bv Others 
타 기관의 대표 

A I: community hearings, groups and individuals are encouraged to speak 4.17.15 

for themselves. 

독려한다. 

4.1 7.1 6 At the general/technical hearings, groups and individuals may speak for 
themselves, or may be represented by others. 

말하기를 자신이 자력으로 개인은 q .l 
^ 집단 공청회에서는 지역 

하
 

로
 
。타 대표자륜 호L으

---, '-자신이 자력으로， 개인은 및 일반/기술 공청회에서는， 집단 

여 말할 수 있다. 

thc 

lhc 

day 

from 

<

야
 

each 
14 days 

<

야
 

transcnpt 

lhan ” 
J 

[

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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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ha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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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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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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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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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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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of each day of the hearing. Electronic transcripts should be made available. 

의장은 공청회 매일의 기록을 작성하여 14일 내에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 

자 기록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18 Report of the Review Panel 

검토패널의 보고 

4.18.1 The review panel will submit its report to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the Responsible Authority. 

검토패널은 환경부 장관과 책엄기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4.18.1 The report of the review panel should include an appendix listing 

commitments made by the proponent and government agencies during the 

revlew process. 

검토패널 보고서는 검토과정에서 사업자 및 정부기관이 한 확약을 목록으로 부록으 

로 첨부하여야 한다. 

4.18.2 On receiving the report of the review panel. the Minister shall make the 

report available to the public. Where possible,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report 

should be made available. 

검토패널의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장관은 그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 가능하면， 보고서의 전자판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19 Government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Review Panel 

검토패널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대웅 

4.19.1 The government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spond to the report of the 

review paIïel within 60 days of receipt of the report.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내에 검토패널의 보고서에 대하여 대 

응하여야 한다. 

4.19.2 In cases of joint federal-provincial reviews, efforts should be made to 

co-ordinate the timing of the governments'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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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정부 공동 검토의 경우， 정부 대응 시간을 협의 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 

다. 

4.20 Termination of an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 종료 

4.20.1 If at any time during a panel review the Responsible Authority decides 

it will not exercise a power, duty or function referred to in s. 5 of the Act, the 

Minister may terminate the assessment by the review panel. 

만약 패널검토 중 언제라도， RA가 조례 s.5에 의거한 권한， 의무， 기능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4.21 Evaluation of Panel Review Process 

패널검토 과정의 평가 

4.21.1 After the review panel submits its final report, there should be an 

opportunity for registered participants to evaluate the operation ,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panel review process. The review panel should also be 

expected to perform a self-analysis and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the panel ’s 

terms of reference and procedures. The Agency shall consider the evaluations 

and consider what, if any , procedural modifications are desired. The Agency 

shall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lo the public and kept on file for use by 

futurc review panels. 

깎모패넬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뚱콕 참여자가 패년검토 과정의 운영， 관리 

및 효-윤성을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고 검토패년 또한 자체평가를 시행하 

여， 패년의 위임조건 및 절차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판 기대하고 였디. 환경평가청은 

이틀 평가를 끈거로 필요하면 적절한 절차 수정윤 수행할 것이다. 환경평가청은 이 

라한 제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고， 미래의 검토패년음 위하여 자료로 보관할 것이 

t::]-. 

4.22 U 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통신의 사용 

4.22.1 For a11 information, notices and other records issued by the panel and 

parlicipants throughout the review process. every cffort shωld be made lo use 

elecLronic communication , in addition Lo thc requircmenls of the A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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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과정을 통하여 패널 및 참여자가 만들어 낸 모든 정보， 공고 및 기차 기록에 

대하여， 조례의 요건에 추가로， 전자통선을 사용하도록 최선플 다하여야 한다. 

CEAA 

APPENDIX A - LIST OF ACRONYMS 

부록 A 약어 목록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캐나다 환경평가청 (환경평가청) 

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환경영향진술서 (EIS) 

RAC Regulatory Advisory Committee 

규제자문위원회 

APPENDIX B GLOSSARY 

부록 B 색인 

FROM SECTION 2 OF THE ACT 
조례 2점에서부터 

AGENCY 

means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established by section 

61. 

환경평가청은 

61절에 의하여 설립한 캐나다 환경평가청 (환경평가청)블 의미한다. 

ENVIRONMENTAL EFFECT 

means, in respect of a project: 

a) any change that the project may cause in the environment, incIuding any 

effect of any such change on health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n physical 

and cultural heritage, on the current use of lands and resources for traditional 

purposes by aboriginal persons , or on any structure, site or thing that is of 

historical, archaeological, paleontological or architectural significance, and 

b) any change to the project that may be caused b~T the environment, whether 

any such change occurs within or outside Canadé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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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 (환경영향)을 의미한다. 

a) 물리적 및 문화적 유산에 대한 건강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전통문화 차 

원에서 토지 및 자원의 현 원주민에 의한 사용의 변화， 혹은 역사/고고/화석학적 혹 

은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조물 부지 혹은 사물에 변화를 주는 것과 같은 제 

반 영향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제반 변화 

b) 캐나다 국내외에 일어나는 변화로서， 환경이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미치는 제반 

변화 

INTERESTED PARTY 
means , in respect of an environmental assessment, any person or body having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a purpose that 

is neither frivolous nor vexatious. 

이해 당사자 는 

환경평가와 관련， 환경평가의 결과에 진솔한 흥미를 갖는 제반 개인 및 개체 (이혜 

당사자)를 의미한다. 

MINISTER 
means Minister of the Environment. 

장판 은 

환경부 장관 (장관)을 의미한다. 

PROPONENT 
in respect of a project, means the person, body, federal authority or government 

that proposes the project. 

사염자 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개인， 개체， 연방기관

자)릅 의미한다. 

RESPONSIBLE AUTHORITY 

호으 
---, '-一 정부(사엄 

in relation to a project, means the federal authority that is required pursuant to 

subsection lH 1) to ensure that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is 

conducted. 

책엔 71 판 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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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환경평가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11(1) 부절에 의 

거 요구되는 연방 기관 (RA)을 의미한다. 

FROM SECTION 400} OF THE ACT 
조례의 400)점로부더 

JURISDICTION includes: 

a) a federal authority; 

b)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c) any other agency or body established pursuant to an Act of 

Parliament or the legislature of a province and having powers, duties or 

functions in relation to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a project; 

d) any body established pursuant to a land claims agreement refeπed to 

in section 35 of the Constitution Act, 1982 and having powers, duties or 

functions in relation to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a project; 

e) a government of a foreign state or of a subdivision of a foreign state, or any 

institution of su미1 a government; and 

f)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tates or any institution of such an 

orgamsatlOn. 

행정청은 다음을 포함한다. 

“) 떤방기관 

b) 주정부 

c)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의 평가와 관련된 권한， 의무 흑은 기능블 갖는， 국회 조례 

혹은 주의회 법에 의거 설립된 제반 기펀 

c1)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의 평가와 관련된 권한， 의무 흑은 기능을 갖는， 1982년 헌 

빔조려l 에 서술된 토지주장 협정에 의거 설립된 제반 기관-

c) 외국 정부 흑은 산하 기관 

f) 국제 기구 및 산하기관 

OTHERS 

간단 

ACT: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 t. 

조례: 

캐나다 환경평가조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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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INFORMA TION: 

Proponent' s response to review panel' s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following the review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추가자료: 

EIS의 검토에 따라 검토패널의 추가자료요청 (RAD에 대한 사엄자의 응답.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Document prepared by the proponent in response to Guidelines issued by the 
review panel. 

환경 영 향진 술서 (EIS): 

검토패널이 발간한 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문서 

GUIDELINES: 

Directions to the proponent for the prepara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지침: 

EIS 작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주는 지시 

HEARINGS: 

Public hearings held by the review panel that focus on the environmental and 

related effects of the proposed project as required by the Act and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review. 

공청회: 

조례 및 검토를 위한 위임조건의 요건에 따라， 제안 프로젝트의 환경 및 관떤 영향 

에 초점윤 맞추어 겸토패널이 주관하는 공청회 

INFORMA TION ASSESSMENT MEETINGS: 

Public meetings held by the review panel to assist the review panel in 

determining the adequacy of the EIS submitted by the proponent. 

자료평가회의: 

사엽자가 제등륭한 EIS의 충분성을 검토패널이 결정하는데 도움음 주기 위하여 겸도 

패년이 주펀-하는 공공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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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V AILABLE: 

Review panel places information on the public registry. 

가능하게 한다: 

검토패널이 자료를 고
 
。

고
 。 등록소에 비치한다. 

NOTIFY: 

Review panel issues an information release which is distributed to interested 

partIes. 

공고한다: 

검토패널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배포할 자료를 공개한다. 

PARTICIPANT: 

A participant is an interested party who has given notice of a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assessment by the review panel. A proponent is also 

considered to be a participant. 

참여자: 

참여자는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에 참석할 의지를 갖는 이해 당사자를 말한디 사엽 

자 또한 참여자로 인정된다. 

PRE-REFERRAL NOTICE: 

Written natice from the Responsible Authority to the Agency indicating that a 

project is likely to be referred for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사전의뢰 통고: 

프로젝트를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에 의뢰한다는 사실을 책임기관 (RA)으로부터 환 

경부 (환경평가청)에 보내는 서면 통고 

PRESIDENT OF THE AGENCY: 

President of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The President 

may exercise a11 of the powers of the Minister under the Act to the extent 

authorized by the Minister pursuant to s. 65(2) of the Act. 

환경평가청장: 

캐나다 환경평가청의 소장. 소장은 조례의 s. 65(2)에 의거， 장관에게 허락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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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PUBLIC REGISTRY: 

Pursuant to section 55 of the Act, a registry established by a Responsible 

Authority for screenings and comprehensive studies, and by the Agency for 

mediations and panel reviews. The public registry consists of: 

a listing of all the environmental assessment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or for federal departments or agencies; 

- a listing of the available documents relating to each environmental 

assessment; 

- a system that allows the public to locate and order these documents; 

and 

- a system that provides requested documents to the public. 

공공 동록소: 

조례 55절에 의거， RA가 선별제척 및 포괄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환경평가청이 중 

재 및 패널검토를 위하여 설립한 둥록소. 공공 등록소에 둥록되는 것은 다음을 포 

함한다. 

- 연방 부처에 의하여 혹은 부처를 위하여 현재 수행하는 모든 환경평가의 
.5!.트L 

각 환경평가 관련 가능 문서의 목록 

대중이 이러한 문건을 찾아내고 구할 수 있는 체계 

대풍에게 요구된 문건플 공급하는 체계 

REGISTERED PARTICIPANT: 

A participant that has registered with the review panel to participate in 

hearin당s. 

등룩 참여자: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검토패널에 등록한 참여자 

REVIEW PANEL: 

Person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pursuant to section 33 of 

the Act to conduct an assessment of a proposed project. 

검도패넬: 

조려1 ;-3;1섣에 의거 제안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임명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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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ANEL MANAGER: 

A member of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Agency to manage the panel review. 

검토패널 관리자: 

패널검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청장이 임명한 캐나다 환경평가정 내의 위원 

SCOPING: 

An exercise of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 and related issues that will be 

examined in an environmental assessment. 

범위확정: 

환경평가에서 겸토하여야 할 환경 및 관련 사안을 명시하는 행위 

APPENDIX C - FEDERAL-PROVINCIAL HARMONIZATION 

AGREEMENTS 
부록 C 연방-주 정부 칸 조화 협정 

Signed agreements: 

CCME Co-operative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Adopted by the 

CCME in May 1991) 

CCM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Harmonization (Adopted by 

the CCME in November 1992) 

Canada-Alberta Agreement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Co-operation (Au당ust 
1993) 

Canada-Manitoba Agreement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Harmonization 

(November 1994) 

Federal-Provincial Framework Agreemen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Atlantic Canada (1994) 

Canada • British Columbia Agreement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Co-operation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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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정: 

CCME 환경평가를 위한 협의 원칙 (1991년 5월 CCME에 의해 채택) 

CCME 환경평가 조화를 위한 기본 틀 0992년 11월 CCME에 의해 채택) 

환경평가 협조를 위한 캐나다-알베르타 협정 (1993년 8월) 

환경평가 협조를 위한 캐나다-마니토바 협정 (1994년 11윌) 

캐나다 대서양에서 환경협력을 위한 연방-주정부 기본 틀 협정 (1994) 

환경평가 협조를 위한 캐나디--브리티쉬콜럼비아 협정 (1997) 

APPENDIX D - LIST OF DOCUMENTS IN A PANEL REVIEW 

부록 D 패널검토의 문건 목룩 

l. 사정의뢰 공고 (RA으로부터 환경평가침에게) 

,) 겸도의뢰 서한 (RA으로부터 환경부 장관에게) 

:-3, 겸또패널을 위한 위임조건 (환경부 장관 발급에 띠-륜) 

4. 떤방-주 정부 협정 (환경평가정， RA 및 합동 검토인 경우 티 기관 작성) 

3. 검토패널 위원 이 력서 (환경평가청 작성) 

6. 검토패널에 의한 평가를 위한 절차 (본 문서) 

7. 추가 절차 (검토패널 작성) 

8. 프로젝트 개요 (사업자 작성) 

9. EIS 작정윤 위한 지침 (환경평가정 작성) 

10. EIS 작정을 위한 지 침 (검토패널 작성) 

11. EIS (사업자 작성) 

12. 추가 자료 (필요에 따라， 사업자 작성) 

13. 패널 보고서 (패널 작성) 

14. 패널 보고서에 대한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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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 - PROCESS FOR ASSESSMENT BY A REVIEW 

PANEL 

APPENDl X E. Process for Assessment by "Review P"n혀 짧r밟짧짧볍짧짧었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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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과 그림 절차는 二l사전의뢰 (Pre-Refeπa1)가 추진되며， 앞서서 의뢰에 대중검토 

같다. 

사진빅히 똥.i'. 
(공식의뢰까기 거소60일) 

- 영기엉워 충운성 걸접 
- 프로책트 관련 지침 작생 

용여자 재정지윈. 

- 창여자 재정지윈 프로그 
헐 작성 r재정지원위원회 
후보자 결정 재윈의 i1당‘ 
대중롱고 시안 작성) 

겁토때널: 

- 때널 후보자 선접 
- 패널의 활동 뱅위 시안 작성 
- 조화 벚 대체안 고려 
- 패널 감득자 임명 

대중검토 의뢰 

중재 

추진 

시작된다. 

패널겸토 

중재가 

시작된디. 

절차 

대중겸토를 일단 의뢰하게 되면， 검토패널 평가의 엘환으로 

가 설패하는 경우， 검토패덜에 의하여 평가가 본격작으로 

젤차는 표 7--1과 같다. 

대중겸토 사전의뢰 7--1 그림 

추진섯차 

사전의뢰 환경평가정 패널 일명， 참여자 재정지원 계획， 

(PRE-REFERRAL) 지침준비 

RA 01/ E.I 한 패널킹토 (Panel Review) 의료 

의뢰 및 평가범위 확정 검토때널 임명 및 지침 준비 

(REFERRAL AND SCOPING) 
NgjXf의 EIS준비 

자료의 평가 자료 할인 및 평가를 위한 회의 

(INFROMATION ASSESSMENT) 
NgjXf 추가자료 준비 (필요할 경우) 

환경영항평가 및 보고 공 청 회 (HEARINGS)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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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검토 의뢰 및 범위 확정은 111 일 만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절차는 그림 7←2와 

같다. 

범위확정 

| 검토혜널은 지침올 확정하고， 사업자애게 섭， 그리고 꽁꽁화 합 | 

그림 7-2 패널검토 의뢰 및 범위 확정 (Heferral and S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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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2 REGULATIONS RESPECTING THE 

COORDINA TION BY FEDERAL 

AUTHORITIES OF 

ENVIRONMENT AL ASSESSMEN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환경평가 절차 및 요건에서 연방기관의 

협조를 존중하는 규정 

His Excellency the Govemor General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pursuant to paragraph 59(a) [ S.c. 1994, c. 46, s. 

5( 1)] of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S.c. 1992, c. 37] , hereby 

makes the annexed Regulations Respecting the Coordination by Federal 

Authoriti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캐나다환경평가조례 [S.c. 1992, c. 37]의 59(a)절 [ S.c. 1994, c. 46, s. 5( 1)]에 의 

거. 환경부 장관 권고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은 본 환경평가 절차 및 요건에서 연방 

기관의 현조판 존중하는 규정 을 여기서 부콕으로 작성한다. 

INTERPRETA TION 

해석 

1. The definitions in this section apply in these Regulations. 
1. 이 ;설에 있는 정의가 본 규정에 적용된다. 

"Act" means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Loi) 

조례란 캐나다환경평가조례를 의미한다. 

"dél~'" means a day other than Saturday or a holiday. (jour) 

멸이란 도요일 흑은 휴일을 제외한 날틀을 의미한디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means a screening report, a comprehensive 

studr report, a mediator' s report or a review panel report. (rapport d ’évaluation 
cnvironnementale) 

환;상평가 보고서런- 선밸제척 보고서， 포관연구 보고서， 줍재 보고서， 흑은 겸도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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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의미한다. 

"power" means a power. duty or function refen-ed to in section 5 of the Ac t. 

(attributions) 

권한이란 조례의 5절에 언급하고 있는 권한， 의무 혹은 기능을 의미한다. 

"project description" means any information in relation to a project that includes 

(a) a summary description of the project; 

(b) information indicating the location of the pr이ect and the areas potentially 

affected by the project; 

(c) a summary description of the physical and biological environments within 

the areas potentially affected by the project; and 

(d) the mailing address and phone number of a contact person who can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description de project) 

프로젝프 개요란 프로젝트 관련 다음의 자료를 의미한다. 

(a) 프로젝트의 요약 설명 

(b) 프로젝트의 위치 및 프로젝트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지역을 표시하는 자료 

(c) 프로젝트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지역 내 물리적 및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요약 

설명 

(d) 프로젝트 관련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논 접측인의 주소 및 정화번호 

"pn끼ecl subject lo assessment by another jurisdiction" means a project that is 

subjecL to an environmental assessment by <1 jurisdiction as defined in 

subsection 12(;")) ()f lhe Act. except a project lhat is subject to a clélss 

environmental assessment under the Ontario Environmental Assessment Ac t. 

(projeL soumis à une évaluation par une autre instance) 

추가 기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란 조례 12(5) 절에 정의하는 바와 

같이 추가 기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단， 온타리오 

환경평가조례에 의거 환경평가를 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N m 
뚜
 
용
 

A 

적
 

2. These Regulations apply to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rojects that are 
lo be carried out in Canada. 

2. 본 규정은 캐나다 내에서 추진될 프로젝트의 환경평가에 작용-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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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 TION 

결정 

3. (1) Subject to section 4, a federal authority that receives a project description 

from a province, the Agency or the proponent of the project shall,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project description, determine if 

(a) the federal authority is like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under section 5 of the Act; 

(b) the federal authority is not like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under section 5 of the Act; or 

(c)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make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a) or (b). 

3. (1) 4절에 의거， 주정부， 환경평가청， 혹은 사업자로부터 프로젝트 개요를 접수 

받는 연방기관은 프로젝트 개요 접수 후 30일 내에 디-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 

다. 

(a) 조례 5절에 의한 프로젝트 환경평가를 요구할 것인가? 

(b) 조례 5절에 의한 프로젝트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c)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가? 

(2) Where a federal authority determines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pursuant to paragraph (1)(c), it sha l1 request that information within 10 c\ays 

after making the determination. 

(2) 연방기관이 (1)(c)항에 의거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이러한 결정 

플 내린 후 10일 내에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3) A federal authority shall make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 (b) or (c) within 10 days after receipt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pursuant to subsection (2). 

(3) 연방기관은 (2)항에 따라 요청된 자료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1) (a) , (b) , 

(c)항에 언급하고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흐ε ..Q.. 
-, '-

(4) Subject to subsection (5) , a federal authority shall inform the proponent of 

the project of a detel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or (b) within 10 

clays aftcr making that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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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항에 따라， 연방기관은 결정을 내린 후 10일 내에 (1 )(a) , 

하고 있는 결정을 프로젝트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A 
-, '- (b)항에 언급 

(5) 1n the case of federal-provincial agreements under which the province is the 

implementing party, the federal authority shall inform the province of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or (b) within 10 days after making 

that determination. 

(5) 연방-주 정부 협정이 있는 경우， 연방기관은 결정을 내린 후 10일 내에 (1 )(a) , 

혹은 (b) , 혹은 (c)항에 언급하고 있는 결정을 주 정부에 알려야 한다. 

4. (1) A federal authority that receives a project description from a province, the 

Agency or the proponent of the project shall, where the province in which the 

project is to be carried out or the Agency informs the federal authority that the 

project is {i project subject to assessment by another jurisdiction, within 10 days 

after receipt of the project description, determine if 

(a) the federal authority is like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under section 5 of the Act; 

(b) the federal at뻐u따lt띠t디띠ho아r디ity is not li…ik엉e리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I비he’ p센)ro.ηηoJec다t un띠de리r section 5 of the AcL or 

(c)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make a determination referrcd to in 
paragraph (a) or (b). 

4. (1) 주정부， 환경평가청， 혹은 사업자로부터 프로젝트 개요를 접수 받는 연방기관 

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해당 주 정부 혹은 환경평가청이 연방기관에게 프로젝트 

가 추가 기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알리는 경우， 프로젝트 개요 접수 후 10힐 

내에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a) 조례 5절에 의한 프로젝트 환경평가를 요구할 것인가? 

(b) 조례 5절에 의한 프로젝트 환경평가릅 요구하지 않-플 것인가? 
(c)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가? 

(2) Where a federal authority determines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pursuant to paragraph (1)(c), it shall request that information within 10 days 

after making the determination. 

(2) 연방정부가 (1 )(c)점에 의거 추가 자료가 필요하디-고 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결 

정-달 내런 후 10일 내에 지-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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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federal authority shall make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 (b) or (c) within 10 days after receipt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pursuant to subsection (2). 

(3) 연 방기 관은 (2)항에 따라 요청 된 자료를 접 수한 후 10일 내 에 (1 )(a) , (b) , 

(c) 항에 언급하고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호으 
-, '-

(4) A federal authority shall inform the province, the Agency or the proponent 

that provided the project description of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or (b) within 10 days after making that determination. 

(4) 연방기관은 결정을 내린 후 10일 내에 (1 )(a) , 혹은 (b) 항에 언급하고 있는 결 

정을 프로젝트 개요를 제공한 주 정부， 환경평가청， 혹은 프로젝트 사업자에게 알려 

야 한다. 

5. (1) A federal authority that has determined pursuant to paragraph 30 )(a) or 

40 )(a) that it is like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a projecL shall 

ensure that written notice is given , within 10 days after making that 

determination , to other fecleral authorities that are likely to 

(a) exercise a power in respect of the project; or 

(b) be in possession of specialist or expert information or knowleclge Lhat is 

necessary to concluct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5. 0) 30 )(a) 혹은 4(1 )(a) 에 의거 프로젝트 환경평가룹 요청하기로 ;결정한 연 l앙 7] 

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10일 내에 서면으로 다음 타 연방기관에 안려야 한다. 

(a) 프로젝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b) 프로젝트의 환경평가를 수행하는데 팔요한 전문가， 전문 정보 혹은 지식판 보유 

하고 있는 기관 

(2) The notice shall specify the name of the person to whom the other fecleral 

authorities are to respond, shal1 be accompanied by a project description ancl 

shall specify the time within which to respond referrecl to in subsectÎon (;)). 

(2) 이라한 통고는 해당 기관의 대응자의 이븐을 염시하고， 프호젝트 개요꽉 송부하 

511 • 



며， 그리고 (3)항에 언급한 대응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The federal authority that gives the notice sha11 establish the time within 

which to respond under paragraph 6(1 )(a) , (b) or (C)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authority to whom the notice is given, but that time sha11 not exceed :30 

days. 

(3) 통고를 하는 연방기관은 통고를 받는 연방기관과 상의하여 6(1)(a) , (b) 혹은 (C) 

항에 의거， 대응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RESPONSE REQUIREMENTS 
대응 요건 

6. (1) A federal authority that receives a notice referred to in section 5 sha11 

respond to the person specified in the notice, indicating its determination that 

(a) it is like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under 

section 5 of the Act; 

(b) it is not like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under 

section 5 of the Act; 

(C) it is in possession of specialist or expert information or knowledge tha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or 

(d)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make a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a) , (b) or (C). 

6. (1) 5절에 언급한 통고륜 받은 연방기관은 통고에 땅시된 사암에게 다음의 사헝

플 결정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조례 5절에 의한 프로젝트 환경평가를 요구할 것인가? 

(b) 조례 5절에 의한 프로젝트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음 것인가? 

(C) 프로젝트 환경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전문 정보 혹은 지식플 보유하고 있 

는가? 

(d)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가? 

(2) Where a federal authority determines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pursuant to paragraph (1 )(d) , it shal1 request that information within 10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ce. 

연방기관이 (l )(d)항에 의거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결정 내라는 경우， 통고 접수 

후 10엘 내에 이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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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federal authority shall make a respon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 

(b) , (c) or (d) within 10 days after receipt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pursuant 

to subsection (2). 

(3) 연방기관은 (2)항에 따라 요청된 자료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1 )(a), Cb) , (c), 

혹은 (d)항에 언급하고 있는 대응을 하여야 한다. 

(4) A federal authority shall inform the proponent of the project of a 

detenn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or (b) within 10 days after making 

that determination. 

(4) 연방기관은 결정을 내린 후 10일 내에 (1) (a) , 

을 프로젝트의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
 「

(b)항에 언급하고 。1 느二 
λ^ ,- 결정 

7. A federal authority that has exercised a power in respect of a project or any 

part thereof before it was notified pursuant to section 5 shall provide a copy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to the person specified in the notice and 

shall indicate what course of action was taken pursuant to subsection 20( 1) or 

370) ()f the Ac t. 

7. 프로젝트 혹은 그 일부와 관련 권한을 행사하여 온 연방정부는， 5절에 따라 동고 

하지 전에， 동고에 명시된 사람에게 환경평가보고서 1부를 제공하고， 조례의 20(1 ) 

흑븐 37( 1) 젤에 의거 취하여야 할 행위를 알려야 한디 

SCOPE OF ENVIRONMENT AL ASSESSMENT 

환경평가의 밖위 

8. Where a project is subject to a screening or a comprehensive study ,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ther than a federal authority referred to in section 7 

shall , after consulting with a11 federal authorities that respond pursuant to 

paragraph 6( 1)(c), together determine 

(a) the scope of the project pursuant to subsection 15(1) of the Act; 

(b)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pursuant to section 16 of the Act; and 

(c) the sc이Je of the fac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b). 

8. 프파젝트에 선별제척 흑은 포괄연구가 팔요한 경우， 7절에 언급한 연방기관욕 지l 

외 한 책엮 사관은 (-ìCl )(c)에 의거 대응하늑 모든 연방기관i’]. 협의판 가 친 후， 디-유의 

513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조례 15(1)항에 의거， 프로젝트의 범위 

(b) 조례 16항에 의거， 고려할 인자 
(c) (b)항에 언급된 인자의 범 위 

DECISION OF A RESPONSIBLE 
책임기관의 결정 

9. When there are two or more responsible authorities in relation to a project, 

they shall agree on a schedule for 

(a) taking a course of action under subsection 20(1) or 37(1) of the Act and 

making public that course of action; and 

(b) where applicable, making their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or in Council 

under subsection 5(2) of the Act. 

9. 프로젝트 관련 2개 이상의 책임기관이 있는 경우， 스케줄 상 다음을 함의하여야 

한다. 

(a) 조례의 20(1) 혹은 37(1)절에 따라 취해야 할 행위 및 대중에 대한 공고 
(b) 해당 사항의 경우 조례의 5(2)에 띠-라 국무회의 의장에 대한 권고 

10. Where a project is subject to a comprehensive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Act. a course of action under section 23 or subsection :170) of the Act shall not 

be taken until the responsible authority , the Minister or the federal authoritv 

referred to in subsection 5(2) of the Act receives 

(3) all of the responses sought from the federal authorities that were notified 

pursuant to section 5; and 

(b) written confirmation from all of the responsible authorities involved i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ject that the factors determined pursuant to 

section 8 ~1ave been considered and that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is 

complete. 

10. 프로젝트가 조례에 따라 포괄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책임기관， 환경부 

장관 혹은 조례의 5(2)절에 언급하고 있는 연방기관이 다음과 같은 것을 접수하기 

전에는 조례의 23 , 혹은 37( 1)절에 따라 취해야 할 행위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a) 5절에 의거 명시된 연방기관이 추구하는 모든 답변 

(b) 프로젝트의 환경평가와 관련하고 있는 모든 책임기펀 뜰로부터 받는， 8절에 의 

거 결정할 인자플 고려하였으며 환경평가보고서가 완료되었다논， 서면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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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ING TIME LIMIT A TIONS 
일정의 차이 

11. A federal authority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a prOVlSlon of these 

Regulations where 

(a) the provision imposes a time lirnitation that conflicts with a time limitation 

imposed upon the federal authority under an Act of Parliament other than the 

Act; and 

(b) the Agency determines that the federal authority has, for the purpose of 

coordinating 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s , an independent practice of 

regular and uniform notification of other federal authorities that are likely to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rojects. 

11. 연방기관은 다음의 경우 규정의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a) 본 조례 이외의 국회 조례에 따라 연방기관에게 부여된 일정과 차이가 

정을 정한 경우 

。1 느二 。1
~" '-一 2 

(b) 연방기관이 연방 환경평가를 조율할 목적으로 타 연방기관 뜰과 독립적으로 정 

규적인 동고 방법이 있디-고 환경평가청이 판단하는 경우 

COMING ~NTO FORCE 
효력의 발생 

12. These Regulations come into force on April 8, 1997 

12. 이 규정은 1997년 4원 8엘 부로 효력을 받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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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3 Gentilly-2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 예 

1. 서콘 

Gentilly-2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위하여 건설될 MACSTOR module은 캐나 

다 및 전세계적으로 첫 번째 것으로서 AECB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리고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케나다 환경평가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 프 

로젝트는 Quebec 주의 환경규제에 해당되는 첫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시간 지연을 

배제하기 씌하여， 연방 및 지방 기관 사이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협력의 노력 

을 다 하였다. AECL은 제반 과정에서 펼요 자료를 작성하는데 Hydro-Quebec 을 

도왔다. 

모든 과정에서 첫 단계는 AECB에 알리는 동시에 Québec주의 환경부 (MENVIQ) 

에 Hydro-Québec의 의도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Québec주에서는 이 공식적 

과정을 허가요청 (request for an authorization certificate") 이라고 한다. 이 알림은 

1992년 6월에 시작되었다. 

MENVIQ 요원들은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간 회의를 신속히 수 

행하였다. PSAR이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AECB에 1992년 11월에 우선 제렐되고， 

AECB, Hydro--Québec , AECL 사이에 검토가 추진되고. 지방 공청회에 AECB7~ 깎 

。1 하여 점 IE플 도왔다. 

한편， MENVIQ 환경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지침의 시안은 

MENVIQ 와 Hydro-Québec가 검토를 몽하여， 최종안을 1993년 3월에 확정하였다. 

2. Gentilly-2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Québec 주가 주관한 지방공 

칭회 

Gentilly-2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하여 Hydro-Québec가 제안한 지땅공 

정회에서는 Hydro-Québec이 68건，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이 92건， 열반대중이 53건 

의 문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본 지방공청회는 두 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 단계는 1994년 8월 24일에 시작하여 7 

개 써|션을 거친 후 1994년 9월 1일에 종료하였으며， 주로 전력회사의 프로젝트에 

관한 밤표와 더불어， 위원회 및 대중으로부터의 질의가 있었다. 두번째 단계는 1994 

년 9원 26일에 시작하여 1994\건 9월 30힐에 종효하띤서 5벤의 쩨션이 있었디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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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계는 이해 당사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1) 위 원회 (Commission) 구성 

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생물학자이며 변호사인 

Alain Cloutier, 그 리 고 퇴 임 한 물 리 학자인 Wladimir Paskievici, 와 몬트 리 올 섬 장 

연 구소 핵 의 학 과장인 André Arsenault이 었 다 André Arsenault 은 환경 대 중단 

체 (BAPE: Bureau d ’audiences publiques sur 1 ’ environnement)의 영 구위 원으로 임 

명 되 었 으며 , Two analysts of the BAPE의 전문가인 2 명 ] acques Talbot 과 

Louison Fortin이 항상 째션에 배석하였다. 

공청회 참석 주 반대 단체는 다음과 같다. 

• Canadian Coalition for NucIear Responsibility (CCNR) (Gordon 

Edwards); 

- Environment ]eunesse (P. Dunsky, N. Tremblay); 

- Greenpeace (S. Gingras, F. Tanguay); 

- Mouvement Vert Mauricie Inc. (MVM) (M. Fugère, M. -c. Lacourse, 

Sr E. Lacoursière); 

- Groupe de recherche appliquée en macro-écologie (GRAME) CY. 

Guérard , S. Donato, J • F. Lefebvre). 

그리고 주 및 연방 정부 그리고 기관의 전문가로서 초정된 사람은 다유과 걷-다.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R. Carbonneau , D. Talbot);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auna (c. Drolet, J-M. Légaré , P. 

Chainé, R. Loisell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G. Grenier, G. Lévesque,P. 
Pelletier)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J. Brochu, J Paré);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J. Tessier, A . 
Tremblay); 

- Atomic Energy Control Board (D. Howard, C. Maloney, A. ]oyal); 

- AECL (A. -M. Girard, Dr M. Stephens); 

Ministry of Environment of New Brunswick (S. Godin); 

Health Canada (R. Bradley). 

New Brunswick 주의 환경 부 소속 S. Godin 은 위 윈 써l 선 발표 요 청 플 받고.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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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reau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서 수행한 환경감시에 관하여 발표 

하였다. 

2) 1 단계 

1단계 중， 7개의 쩨션은， 방사선 방호， 대중 건강， 규정， 대중의 안전， 비상계획， 농업 

에 주는 영향， 건식 저장에 대한 과거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Greenpeace 는 Hydro-Québec 이 제안한 중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영구 

시설이 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공청회를 요청하였다. 주 정부가 이 지역에 영구 

저장 및 처분을 금지하는 확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CNR은 유사한 주 

장을 폈으며， 그러나 주 정부가 AECL이 제안한 처분 개념에 대한 연방 겸토 과정 

에 참여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본 They also presented the 사용 

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프로젝트는 더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발표하였다. MVM 또한 이를 동의 하였다. 그리고 Canadian Shield 에 

AECL 이 제안하고 있는 처분 개념이 부정적인 경우. Hydro-Qu앙bec 이 계획하고 

있는 처분 시나리오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결국， 모든 이 단체플은 Gentilly-2를 폐 

쇄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주요 질문 

"Gentilly • 2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플 수용하 

겠는가?" 

"Hydro-Québec는 제안 부지 밑에 있는 암석을 조사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데 적절한지 검토하였는지 1')" 11나는 지학 박사로서 이 곳의 암석에 대하여 잔 알고 

있다. 이 곳의 암석은 plastic rock으로서 방수되어 있으며， precambrian rock보다 

훨씬 좋다" "우리는 심지어 Saint-Lawrence 강 밑에 연방 지역으로 갈 수 있디" 

”캐나다 원자력학회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올림픽 크기 수영장 

에 저장하고 2 메터 두께의 높이의 표면에서 스케니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Hydro-Québec 는 이 표현을 동의 하는가?" 

’ Gentilly-2 원자로가 500 MWe (전출력의 73%)을 생산할 때， 원자로 내 방사능의 

양 (in Becquerels)로 나에게 제공하고， 이 것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사용후핵연 

료의 방사능에 더 하여， 1955, 1960, 1970, 1980, 1993년 공기에 존재하는 방사능 값 

고1. 비교하여 제출하기를 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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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Québec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사고가 발생할 시， 비상 시나리오 

를 주민의 재배치， 주택과 토지의 제염， 급여의 손실， 농업 및 산업적 생산의 손설 

과 같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Hydro-Québec 은 잠재적 유성의 충돌 및 태업을 가능 사고에 포함하였는가?" 

”과학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자력을 사용하는 많은 공정을 개발하였다. 어째서 폐 

기물 처분 분제에 대한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가?" 

”사용후핵연료를 잘 통제하고， 감독 관련자들이 훔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제도적 

확실한 어떠한 장치가 있는가?" 

"Hydro-Québec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로부터 잠재적으로 환경에 방출할 수 

있는 방사성원소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감사원이 AECL 이 폐로 비용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알 
고 았다. 폐로는 원자로 해체， 해체 부품의 관리， 오염 물질의 제염， 폐기물 및 오염 

기기의 처분， 부지를 원래 초원으로 복귀하는 것욕 포함한다. AECL은 또한 

Gentilly-l 폐로 및 Qu강bec 주에 있는 the La Pradc 풍수 공장의 폐로에 책임이 있 
디 폐로 관련 AECL 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Anne-Marie Girard 는 
감사원의 지적은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 인-려지고 있는 계산 젤차로서， 

AECL 시설의 운전 및 인-전과 전혀 관권- 없는 것이바고 답변플 하였다. 감사윈이 

지적한 사안은 연방기관에 의하여 겸토되었으며， 이판 연 l생-기관플 민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디. 

"Hydro-Québec 는 계속해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불플 생산하면서 지속적으 
료 분전을 계속하는 대선 Gentilly-2 를 영구 폐쇄하깐 것블 생각해 보았는가?" 

’ Hydro-Québec은 Gentilly-2 지 역 주민 이 다른 지 역 보디- 높은 l상사선 의 위 험 에 

처한 변상으로 전기값을 내랄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AECL은 캐나다 내 우라늄 광산， 연구로， 동력로， 폐기물 관리 시설 등에서 발생 

한 모든 사고의 목록을 갖고 있는가?" 

”원자력 책임조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용-후핵연료 다띤-의 화학직 독성은 푸엿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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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대학교 공과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S10wpoke 은 핵폐기물을 생산하고 어 
떻게 처분하는가7" 

" AECL 연구개발 자문 위원회의 1993년 보고서에서， 윈자력에 대한 대중의 매일 

우려는 집단인구에 대한 위험도라고 언급되고 있다. 니어한 위험도는 역학적 조사 

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AECL 내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는 것은 흥 
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극물을 최소한 1어0년 동안 저장한 예가 있는지 7" M. Stephens 은 자연 지체 
가 오랜 세월 동안 물질을 가두고 있었던 Ok10 자연 원자로 및 Cigar Lake에 관하 
여 답변하였다. 그리고 로마 시대 동전이 작은 상자에 오래 동안 잘 보관되었던 사 

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처분 개념과 관련하여 AECL 이 수행하는 연구는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1차， 2차， 

3차 노력을 거치었는지 알고 싶다. AECL 내 누가 말한 바에 의하떤 미국은 이터한 
노력이 5번이나 있었고， 모두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M. Stephens은 AECL은 단 한 
번 밖에 하지 않았으며 매우 오래 동안 추진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스웨덴과 스위 

스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부지를 실제로 찾는 단계에 있다. 

”처분 개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AECL, 캐나다 정부， u] 국， 스우n 덴， 스위스와의 4’1-

제는 무엇인가7" M. Stephens은 예를 뜰어서 실험의 경우， 미국， 열본. 스위스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과제와 관란하여 거의 uH 일 의견플 교환하고 였는 

증이라고 답변하였다. AECL 또한 많은 국제 기구와 정보 교환음 도모하고 있디. 

”개념 시행이 엄청나게 긴 것 같다. 다픈 나라들은 스위l 덴， 스위스와 같은 저지인 

가? 왜 캐나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디-른 나라보다 지연되는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처분 개념은 개념에 지나지 않고 섣제가 아니라는 것이디" 

”처분 시설의 수동적 감독이란 무엇인가?" 

”처분 개념을 정립하는데， 정치 상황을 어떻게 가정하였는지 (예: 최근 러시아 사용 

후핵연료 도난 사건)7" 

”재순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7" M. Stephens은 재순환 혹은 변환을 하더라도 항싱 
처분하여야 할 폐기물은 존재한다고 당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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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핵폐기물의 국제 처분 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과 미국이 AECL에 투자하고 있는가?" M. Stephens은 처분개념에 관하여 연 

구 분야에 일본과 미국이 기부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부금 내용을 제출 

하였디 

"bentonite의 개념은 무엇인가? 어떻게 쓰이는가?" 

”지역의 산업 활동， 핵물질， 인구， belugas, 원자력 시설 근처의 암 발생， Québec 및 

기타 캐나다 지역의 투자 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을 우주 밖으로 내 보내는 것은 

어떤지? Michael Stephens 은 미국에서 이 개념에 대하여 연구된 적이 있으나， 핵 

폐기물의 양을 생각할 때 너무 위험성이 따른다고 답변하였다. 

”캐나다 핵연료 폐기물 관리의 12 쪽에 의하면， 스혜댄， 벨기에， 핀란드는 2000년까 

지 원자력 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의 나라들은 원자 

력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규제 방사선량 제한치 및 위험도 체감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었다. 

4) 2 단계 

2민-계의 5 쩨션은 약 40개의 요약이 있었으며， 이증 :20 7H 는 구두로 위원회에 발표 

다였디 

.~ z;l_t;i.. 
r:: ~ ‘ -

위원회 보고서는 1994년 12월에 제출되었으띠， 보고서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권고 사항 및 Qu강bec 주를 위하여 장관 회의에서 추가 결정을 내리는 것블 권고 

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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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GLOSSARIES) 

Aboriginal considerations 

Act(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Agency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Commission 

Community Hearings 

Comprehensive study 

Draft guidelines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mIS) 

Federal authority 

General/Technical Hearings 

Governor General in Council 

hardcopy 

hearing (public hearing) 

m • camera meetmg 

Information Assessment Meetings 

interested party 

.i urisdicti()[1 

mediation 

Minister (Minister of the EnvironmenU 

panel review 

participant funding 

party 

pre-referral (notice) 

President of the Agency 

Proponent 

public hearing (hearing) 

public registry 

public review 

referral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Hesponsible Authority 

revicw panel 

rcview pancl chairperson 

rcview panc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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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에 대한 고려 

조례(캐나다환경평가조례) 

환경평가청 

(캐나다 환경평가청) 

위원회 

지역공청회 

포괄연구 

지침 시안 

환경평가보고서 

EIS (환경영향진술서) 

연방기관 

일반/기술공청회 

국무회의 의장 

인쇄물 

공정회 

영상회의 

지-료평가 회의 

이해 당사자 

판-할권 

중재 

장관 (환경부 장관) 

패넌검토 

침-여자 재정지원 

이해 당사지-

사선의뢰 (몽고) 

환경평가청장 

사엽지-

공정회 
그1 그l 드L 료;까、 
。 o O """1:..L. 

대중검토 

검토의뢰 

추가자료요청 

책엮기관 

7-1 F' ;;U L-l 
-n_ .l.-:..-q 드즈 

깎]료페년 의 장 

짐도패년 관리자 



scopmg 

screenmg 

terms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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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록
 

부
 

얼본 해외출장 보고서 

1. Environmental assessment is just for non-radiological. (By MITI) 

Radiological assessment is performed with safety assessmen t. 

2. Local governments are completely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licensing. 
3. EPA: policy making. Setting limits and standards. 

4. (1) Public hearing conducted by MITI: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2) Public hearing conducted by NSC: Review MITIs review. 
5.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지역에서 수행하는 설명회라고 보면 된다. 

6. 부지선정 과정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7. 실무자들 (특히 전력사업자들)에게는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나， 지 

역이 우선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8. 정부 (중앙 및 지방)는 매우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사업자와 지역주민 사 

이에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일본의 환경청은 발족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을 사업을 하는 주관기관 (여기서는 통산성)이 책임 

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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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프랑스 해외출장 보고서 

1. 프랑스의 인허가는 BNI (Basic Nuclear Installation)의 경우 다음의 것으 
로 이루어진다. 

- BNI authorization decree (우리의 건설허가 안전성검토 과정과 같음): 55 

쪽 참조 

1) 안전성 검토는 최소한 MI<Ministry of Industries)와 ME(Ministry of 

Environment)의 두 장관이 slgn을 하여야 결정된다. DSIN은 주로 행정적 

인 절차를 수행할 뿐이다. 

2) 이 과정에서 공청회는 Prefect(우리의 주지사와 같으나 중앙정부의 수상 

이 임명함)는 commlsslOner 를 임명하여 수행한다. Comrnissioner 는 공 

청회에서 나온 제반 의견을 첨부하여 DSIN에 제출하게 된다. 이 공청회 

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 

3) 프랑스 정부의 특징은 중앙 집권적으로 독일이나 일본 같이 강력한 지방 
정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 

회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 

Licensing procedure for liquid and gaseous effluent releases and water 

intake (우리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비슷함): 61쪽 참조 

1) 여기서도 공청화가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Prefect에 의하여 수행된다 1콕 

별한 진행 절차는 없으며， 각 경우나 지방에 따라 prefect 가 결정한다. 

어떠한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 회의를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기본적인 철학은 대중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언론의 확실성플 얻게 참 

을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없으며， 강력한 지방 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법기관에 호소할 수 

있다 

3) ER작성에 필요한 특별한 양식은 었으며 사업지-가 자선이 작성하여 제출 
하게 되어 있다. 

• BNI operating license procedure (우리 의 운영 허 가와 같음): 57쪽 참조 

1) 여기는 공청회 과정이 없는 것이 특정이다. 

2) OL을 받기 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건설이 시작되며， 

원칙적으로는 언제던지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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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영국 해외출장 보고서 

영국의 공청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규정에 의하면 발전소의 건설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지방계획청을 비 

롯한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이 반대할 경우는 공청회는 절대적이다. 해당 중앙정부 

책임자는 (이 경우 DTD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타 기관 

이나 사람들에 의하여 의견이 표시되는 경우 보통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경우 

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방계획청의 반대에 의하여 공청회를 

열게 된다. 

- 공 청 회 에 대 한 규 정 은 Electricity Generating Stations and Overhead Lines 

(Inquiries Procedure) Rules 1990에 따르며， 이 규정에는 증빙서류의 제출， 공청회 

를 개최하는 일정， 그리고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는 우선 공청회를 주관할 Planning Inspector( s)를 임명하게 되고， 일단 임명 

하면 공청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게 되면 보고서 

를 작성 하여 Secretary of State에 게 제 출하고， 이 보고서 를 근거 로 Secretary of 

State는 결정을 하게 된다. 

- 공청회 제도는 사엽에 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독립적으로 결론을 짖는 좋은 방법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에 대하여 말할 것 같으면， Inspector 

를 찾아서 체제를 갖추는데 만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사전 공청회에 대한 회 

의로 시간이 추가로 걸리고， 누가 공청회에 참석하고， 진술하논 순서는 어떻고， 진 

숨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고， 등 기타 공천회를 운영 중에 발생할 절차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공청회 자체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공청회는 항상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izewell B의 경우 2 

년 3개월， Hinkley Point 의 경우 6개월 (Sizewell B 로부터 배웠기 때문) 

그 이후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 장관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 

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의 경우 공청회를 시작하여 컬정을 내리기 

까지 최소한 187H 월을 생각하여야 한다. 

비용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매우 부담이 간다.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 

어 였다. 

• 공청회 제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lssue는， 

1) 공정회 기간을 축소할 것. 

2) 전번에 혹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lssue는 공청회에서 제외 할 
것. 

•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은 빨리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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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부
 

캐나다 해외출장 보고서 

카나다의 지방정부는 매우 강력하고， 모든 Province는 환경영향평가를 법제화하 

고 있디 그러나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협의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 공청회의 경우， Review Panel이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Ontario주정부가 시행하는 공청회는 legislative 성격을 갖고 법적인 효력을 

갖고， 변호사에 의하여 시행된다. 

Oooortunities for Public Particioation 

POSTPANEL 
REVIEW RE擺w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oorting (Recommended Time - 120 days) 

IIEARINGS 

FoclIsed on the Envlron l11ental and Rclated Effects ofthc Proiect as sct Ollt 111 thc Aιt and the 

Review Pancl ’ s Terms of Retercnce (s4.17) 

REVIEW PANEL PREPARES REPORT (s4.18) 

REVIEW PANEL SUßMITS REPORT TO MINISTERS (5.4 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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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출장 보고서 

Atomic Energy Act Section 189에 의 하면 이 해 당사자는 누구나 공 청 회 를 요구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1) granting, suspending, revoking, or amending a license or CP 

2) application to transfer control 

3) issuance or modific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the 

activities of licenses 

4) payment of compensation, an award or royalties 

원자로 CP에 필요한 hearing은 Federal Register에 30일 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 NSHC (no significant hazards consideration) 인 경 우 reactor 

amendments에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 

Contested issue에 대하여 공식 혹은 비공식 공청회의 개최는 NRC Rules 

and Practice인 lOCFR part 2 를 따른다. 

10CFR part 52인 경 우에 는 공 청 회 에 대 한 timing 및 scopmg에 대 한 

restriction 윤 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hearing대선에 힐 수 있논 한 

ruJe-making 형 태로 유지할 예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hearing에서의 

Issue 들을 줄일 예정이다. 

어떠한 반대가 있을 시에는 federal court에 항상 소송윤 낄어 증지시켈 

수 있다. State court에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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