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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에 대한 가상 청문회 – 파트 B 

폐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방법 
제안서 정보  
EPA 는 석탄 연소 잔류물(CCR) 규정에 대해 수 

많은 개정안 및 유연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 시행 및 

청원 대응, 소송 처리,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학습된 교훈을 적용하는 등 4 가지의 

일련의 계획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EPA 는 설비가 CCR 지표면 저장소에 

대체 라이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치 폐쇄 

중에 CCR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제안 

옵션; CCR 제거에 의해 폐쇄되는 CCR 장치에 

대한 추가 폐쇄 옵션 및 연간 폐쇄 진행률 

보고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PA 는 제안이 https://www.regulations.gov (도켓 

번호 EPA-HQ-OLEM-2019-0173)를 통해 연방 

관보에 발표되면, 45 일 동안 제안된 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EPA 는 서면 

의견을 수용하는 것 외에 가상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가상 공청회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EPA 의 제안에 관한 정보, 

의견 또는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상 공청회 세부 정보  
EPA 는 2020 년 4 월 9 일 목요일에 이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동부 표준시 (ET) 오전 9 시에 소집되며 오후 

6 시에 종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는 

연설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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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가 많은 사람의 출석률을 예상하는 경우, 

증언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언 당 시간 할당을 3 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EPA 는 구두 발표 중에 질문을 

명확하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공청회 중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공청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 조치의 문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조: 기밀 업무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 또는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기타 정보를 

공청회에서 제출하거나 제시하지 마십시오. 
 



 

 

등록 
가상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등록하십시오: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895742
3668868215821.  
 
공청회에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에서 연설을 요청하려면 2020 년 4 월 7 일 

화요일 동부 시간 오후 5 시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연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등록 양식을 작성할 경우, 

선호하는 시간대를 표시하십시오. 공청회 중 

발언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 등록 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구두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EPA 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미등록자 중 일부 또는 모든 사람이 공청회에서 

구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PA 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공청회 중에 그러한 

요청을 맨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등록과 관련된 

지침을 받으려면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등록한 다음, 공청회 주최 기관에 발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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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등록하십시오.  
 

특별한 편의 시설  
번역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2020 년 3 월 26 일 

목요일 동부 시간 오후 5 시 이전에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자막 방송 또는 기타 특별한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2020 년 4 월 2 일 목요일 동부 시간 오후 

5 시 이전에 GoToWebinar 등록 양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질문  

제안된 규칙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epa.gov/coalash/coal-ash-rule#PartB. 
 
웹 사이트를 통해 가상 공청회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십시오: 
https://www.epa.gov/coalash/forms/virtual-
public-hearing-proposal-holistic-approach-closure-
part-b#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