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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50-P  
 
미국환경보호국(EPA) 

40 CFR Part 50 

[EPA-HQ-OAR-2015-0072; FRL-10008-49-OAR] 

RIN 2060-AS50 

미세먼지에 대한 미국 대기환경기준(NAAQS) 검토를 위한 공청회 

기관: 환경보호국(EPA). 

조치: 공청회 알림. 

요약: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4월 14일 서명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미국 

대기환경기준 검토"라는 제목으로 제안된 조치로 가상 공청회가 열릴 것임을 

발표합니다. 공청회는 2020년 5월 20일과 2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 기준과 미세먼지(PM)에 대한 미국 대기환경기준(NAAQS)의 검토를 

토대로, EPA는 수정 없이 1차 및 2차 PM 기준을 모두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날짜: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의견은 2020년 6월 29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EPA는 

2020년 5월 20일과 21일, 가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보충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주소: 다음 방법으로 Docket ID No. EPA-HQ-OAR-2015-0072로 식별되는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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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전자우편 법규제정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선호되는 방법). 의견 제출에 대한 온라인 지침을 

따르십시오. 

• 이메일: a-and-r-Docket@epa.gov. 메시지 제목에 Docket ID No. 

EPA-HQ-OAR-2015-0072를 포함하십시오. 

 지침. 접수된 모든 제출은 이 통지에 대한 Docket ID No.를 포함해야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제공된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 없이 https://www.regulations.gov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이 문서의 보충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대중과 실무 직원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EPA DC(Docket Center) 및 

RR(Reading Room)은 COVID-19의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일반 

방문객들에게 폐쇄되었습니다. DC(Docket Center) 직원은 이메일, 전화 및 웹 양식을 

통해 원격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드립니다. 당국은 EPA로 우편 배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현재 직접 배달이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대중에게 

https://www.regulations.gov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것을 독려합니다. EPA 

Docket Center 서비스와 현재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a.gov/dockets로 

온라인 방문을 하십시오.   

 가상 공청회. 가상 공청회는 2020년 5월 20일과 21일, 하루 2회 세션으로, 

원격 회의로 열립니다. 첫 번째 세션은 동부 표준시(ET) 오전 9시에 시작해서 ET 

오후 1시에 종료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ET 오후 3시에 시작해서 ET 오후 7시에 

종료됩니다. EPA는 사전 등록된 마지막 발화자가 증언하고 추가 발화자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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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후 세션을 닫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의 보충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공청회에 대한 정보나 질문은 미국 환경보호국, OAQPS(Office of Air 

Quality Planning and Standards)의 Ms. Regina Chappell에게 문의하십시오((우편 코드 

C304-03), Research Triangle Park, NC 27711; 전화: (919) 541-3650; 이메일 주소: 

chappell.regina@epa.gov). 

 PM NAAQS 검토에 대한 정보나 질문은 미국 환경보호국, OAQPS, Dr. Scott 

Jenkins에게 문의하십시오((우편 코드: C539-02), Research Triangle Park, NC 27711; 전화: 

(919) 541-1167; 이메일 주소: jenkins.scott@epa.gov). 

보충 정보: EPA는 미국 대기청정법(CAA)의 섹션 109(42 U.S.C. 7409)에서 요구하는 

대로 PM NAAQS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PA가 공청회를 여는 제안된 조치는 2020년 

4월 14일 서명되었고, 

https://www.epa.gov/naaqs/particulate-matter-pm-standards-federal-register-notices-current-rev

iew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PM NAAQS의 현재 검토에서 

EPA의 제안된 결정에 관한 데이터, 견해 또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견 제시 기간에 제출된 서면 성명 및 지원 정보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구두 의견 및 지원 정보와 동일한 비중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의견. https://www.regulations.gov(선호하는 방법)에서 또는 주소 섹션에서 

식별되는 다른 방법으로 Docket ID No. EPA-HQ-OAR-2015-0072로 식별되는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의견이 제출되면 안건 목록에서 의견을 편집하거나 제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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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EPA는 공개 안건 목록에 접수된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기밀 업무 

정보(CBI)로 간주되는 정보 또는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기타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멀티미디어 제출물(오디오, 비디오 등)은 서면 

제출을 수반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은 공식 제출로 간주되며 원하는 모든 사안의 

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PA는 기본 제출 밖에 있는(즉, 웹, 클라우드 

또는 기타 파일 공유 시스템 등에 있는) 제출물이나 제출 콘텐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출 방법, 전체 EPA 대중 의견 정책, CBI 또는 멀티미디어 제출에 

대한 정보, 그리고 효과적인 의견 제시를 위한 일반 지침은 

https://www.epa.gov/dockets/commenting-epa-dockets를 방문하십시오. 

 EPA는 COVID-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DC(Docket Center) 및 

RR(Reading Room)을 일반 방문객들에게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서면 

의견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직접 배달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DC(Docket Center) 

직원은 이메일, 전화 및 웹 양식을 통해 원격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드립니다. 

당국은 대중들에게 https://www.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장려합니다. 

EPA Docket Center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업데이트는 

https://www.epa.gov/dockets로 온라인 방문을 하십시오.  

EPA는 미국 질방통제예방센터(CDC), 지역 보건국 및 연방 파트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COVID-19에 관련하여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상 공청회 참여.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EPA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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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COVID-19의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현재 CDC 

권장사항에 따라, EPA는 현재 직접 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EPA는 연방 관보에 이 문서를 게재하면 공청회의 발화자 및 참석자 사전 

등록을 시작합니다. EPA는 개인 기준으로 등록을 수락합니다. 가상 공청회에서 

발화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개인이 이 공청회에 대한 EPA의 미세먼지 오염 

웹페이지(https://www.epa.gov/pm-pollution/national-ambient-air-quality-standards-naaqs-pm)

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 양식을 사용하거나 (919) 541-3650 또는 

chappell.regina@epa.gov로 Regina Chappell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발화하기 위한 사전 등록 마지막 날은 2020년 5월 14일입니다. 2020년 5월 18일, 

EPA는 대략적인 순서로 사전 등록된 발화자를 나열하는 공청회 일반 안건을 게시할 

것입니다(https://www.epa.gov/pm-pollution/national-ambient-air-quality-standards-naaqs-pm). 

EPA는 공청회가 열리는 날 최대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공청회가 일정보다 일찍 또는 늦게 진행하는 경우도 계획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공청회 날, 각 세션이 끝나고 시간이 허용될 경우 발화 요청도 

받습니다. EPA는 모든 발화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 논평가는 구두 증언을 제공하기 위해 5분을 갖습니다. EPA는 구두 의견의 

텍스트를 규칙을 제정하는 안건 목록에 서면 의견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EPA는 구두 발표 중 확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발표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 제시 기간에 제출된 서면 성명 및 지원 정보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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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의견 및 지원 정보와 동일한 비중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EPA는 증언을 제공하지 않을 사람이더라도,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공청회에 사전 등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EPA가 충분한 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청회 실행 계획의 다양한 측면에서 작성한 업데이트는 EPA의 미세먼지 

오염 웹사이트 

(https://www.epa.gov/pm-pollution/national-ambient-air-quality-standards-naaqs-pm)에 

온라인으로 게시되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EPA는 위에서 논의한 대로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EPA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추가 정보 문의 

섹션에 나열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번역가 서비스 또는 오디오 설명과 같은 특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0년 

5월 13일까지 공청회에 사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EPA는 편의 시설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조치 및 기타 관련 정보의 복사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한 EPA는 Docket ID No. EPA-HQ-OAR-2015-0072 아래에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식 공개 안건 목록을 설정했습니다. 제안된 조치의 복사본은 

https://www.epa.gov/naaqs/particulate-matter-pm-standards-federal-register-notices-current-rev

iew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안된 조치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공청회 전 공개 안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대화록 및 서면 성명은 규칙을 제정하는 안건 

목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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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0년 4월 29일.  

 

 

Panagiotis Tsirigotis, 
OAQPS(Office of Air Quality Planning and Standards),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