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A 절차
시애틀 (Seattle) 시립 구치소
SEPA 가 무엇입니까?
•

SEPA 는 주 환경 정책법(State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의미하며 어떤 사업에 대한 특정
행동방침을 최종 선택하기 전에 정부 기관들이 환경적 정보를 고려하도록 지시 하는 주(州) 법 입니다.

•

시애틀 (Seattle) 시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시는 보통 SEPA 절차를 시행합니다. 시
정부는 시의 경계 내에서 진행되는 기정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를 요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EIS 가 무엇입니까?
•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는 제안된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입니다.
o

EIS 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시 정부와 기타 기관들 그리고 대중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o

EIS 는 어떤 특정 행동방침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추천하지 않습니다.

EIS 절차의 주요 단계들은 무엇입니까?
•

1) 스코핑 (Scoping) – 주민 의견 타진 기간으로 최소한 21 일이 요구됨.

•

2) 초안 EIS –요구되는 2 번째 주민 의견 타진 기간 (30 일에서 45 일)이 포함됨.

•

3) 최종 EIS

EIS 스코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스코핑은 제안된 사업에 대해 EIS 가 작성될 것임을 기관, 단체 그리고 대중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스코핑의 목적은 EIS 에서 다루어야할 환경적 이슈와 대체방안들에 대한 주민과 기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대중은 스코핑 중에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

시 정부는 곧 스코핑 (영역결정) 의견 발표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스코핑은 늦여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중의 의견을 듣기위한 스코핑 회의가 2 회에 걸쳐 열리게 됩니다.

•

EIS 의 범위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에서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언제라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서신으로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스코핑
기간이 정식으로 발표될때 제공될 것입니다.

스코핑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됩니까?
•

스코핑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들에 근거하여, 시 정부에서는 EIS 의 범위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그 후 시 정부는 EIS 의 초안 작성을 지시할 것입니다.

EIS 의 초안이 무엇입니까?
•

EIS 의 초안은토양, 습지, 대지 활용, 소음, 교통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책들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시 정부의 초기 종합 분석입니다.

•

EIS 초안은 여러 기관, 단체 및 주민들이 2 차 공공의견 수집 기간 동안에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발표되고 분배될 것입니다.

•

EIS 초안이 발표된 후 EIS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공청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EIS
초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에서 구두로 전달할 수 있고 또는 2 차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언제라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EIS 는 무엇입니까?
•

EIS 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EIS 절차의 제 3 단계 그리고 최종 단계로써 최종 EIS 가
작성될 것입니다. 최종 EIS 는 여러 기관, 단체들과 주민들로 부터 EIS 초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환경적 영향 분석에 대한 해명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초안과 최종 EIS 는 함께 Seattle 시영 구치소와 이 사업과 관련된 기타 결정을 하기 위하여 – 다른 분석
및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 시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서류를 구성하게 됩니다.

EIS 의 예상 일정표는 어떻게 됩니까?
•

스코핑 (공공 의사 타진) – 2008 년 여름에 실시.

•

초안 EIS –2009 년 첫 분기에 발표

•

최종 EIS – 2009 년 봄에 발표.

최종 EIS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됩니까?
•

시장이 시 의회에 Seattle 시영 구치소 사업과 관련하여 추천사항들을 전달할 것입니다.

•

시 의회는 구치소 관련 선택 방안들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실시할 것이고 이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공식적인 기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일환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들이 계속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

시 의회는 신축 구치소가 어디에 지어질 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