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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AN ACT To establish a national
policy for the environment,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hat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42 U.S.C. 4321 note]

이 법은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
수립, 환경위원회 설립 및 환경
에 관한 다른 여러 목적 수행을
위한 법이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의해 제
정되었으며, "1996년 국가환경정
책법"이라고 명명된다.

PURPOSE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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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2.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declare a national policy
which will encourage productive
and enjoyable harmony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to
promote efforts which will
prevent or eliminate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biosphere
and stimulate the health and
welfare or man; to enrich the
understanding of the ecological
systems and natural resources
important to the Nation; and to
establish a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42 U.S.C. 4321]

제2조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생산적
이고 누릴 수 있는 조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을 천명
하고, 환경과 생물권에 대한 피
해를 방지 및 제거하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며, 국가에
중요한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대
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환경위원
회를 설립한다.

TITLE I
DECLAR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제1편
국가 환경 정책 선언

SEC. 101. (a) The Congress,
recognizing the profound impact
of man’s activity on the
interrelations of all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profound
influences of population growth,
high-density urbanization,

제101조 (a) 의회는 자연환경에서
모든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간 활동의 깊은 영향, 특
히 인구 증가, 도시 집중화, 산
업 확장, 자원 개발 그리고 증가
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서의
지대한 영향에 관해 인지하고,
전반적인 인간의 복지와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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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expansion, resource
exploitation, and new expanding
technological advances and
recognizing further the critical
importance of restoring and
maintaining environmental quality
to the overall welfare and
development of man, declares
that it is the continuing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ncerne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use all
practicable means and measures,
inclu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a manner calculated
to foster and promote the general
welfare, to create and maintain
conditions under which man and
nature can exist in productive
harmony, and fulfill the social,
economic, and other requirement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Americans.
(b) In order to carry out the
policy set forth in this Act, it is
the continuing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use
all practicable means, consistent
with other essential
considerations of programs and

있어서 환경의 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하다
는 것을 더욱 폭넓게 인지하면
서, 공공복지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한 계획적인 방식으로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포함한 모든 실
행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
하여, 인간과 자연이 생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유지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그 밖의 요구들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환경정책은 주,
지방정부, 그 외 여러 공공 또는
민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연방정부
의 정책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b) 이 법에서 수립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다음 사
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과 자원에 대한 다른 핵심
고려 사항과 일치하는 모든 실
행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은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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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to the end that the
Nation may—
(1)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generation as trustee of
the environment for
succeeding generations;
(2) assure for all Americans
safe, healthful, productive, and
esthetically
and culturally
pleasing surroundings;
(3) attain the widest range of
beneficial uses of the
environment without
degradation, risk to health or
safety, or other undesirable
and unintended consequences;
(4) preserve important historic,
cultural, and natural aspects
of our national heritage, and
maintain, wherever possible,
an environment which
supports diversity and variety
of individual choice;
(5) achieve a balance between
population and resource use
which will permit high
standards of living and a wide
sharing of life’s amenities; and
(6) enhance the quality of
renewable resources and
approach the maximum
attainable recycling of

다.
(1)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의
수탁인으로서 각 세대의 책임
을 이행한다.
(2)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
강하고, 생산적이며 심미적·문
화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을
보장한다.
(3) 상황의 악화와 건강과 안전
에 대한 위험 없이, 그리고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을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한다.
(4) 국가 문화유산의 중요한 역
사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적
측면을 보존하고, 가능한 어디
에서든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
인의 선택을 지원하는 환경을
유지한다.
(5) 높은 생활 수준과 생활 편
의 시설의 폭넓은 공유를 허용
하는 인간과 자원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6) 재생 가능 자원의 질을 향
상시키고 소모성 자원을 최대
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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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etable resources.
(c) The Congress recognizes that
each person should enjoy a
healthful environment and that
each person has a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environment.
[42 U.S.C. 4331]

(c) 의회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이 환경 보존과 향상에 기
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한다.

제102조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
SEC. 102. The Congress
에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로 권
authorizes and directs that, to the
한을 부여하고 지시한다: (1) 미
fullest extent possible: (1) the
국의 정책, 규정, 그리고 일반법
policies, regulations, and public
은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
law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interpreted and administered in
한다. (2)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set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한다.
forth in this Act, and (2) all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A) 인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A) utilize a systematic,
수 있는 계획과 의사결정에
interdisciplinary approach
있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which will insure the
통합된 사용과 환경 설계 기
integrated use of the natural
술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학제
and social sciences and the
간 접근법을 활용한다.
environmental design arts in
planning and in
decisionmaking which may
have an impact on man’s
environment;
(B) 이 법 제2절에 의해 설립된
(B) identify and develop
환경위원회와 협의하여 방법
methods and procedur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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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with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established by title II of this
Act, which will insure that
presently unquantified
environmental amenities and
values may be given
appropriate consideration in
decisionmaking along with
economic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C) include in every
recommendation or report on
proposals for legislation and
other major Federal action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a detailed
statement by the responsible
official on—
(i)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posed action,
(ii) any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which cannot be avoided
should the proposal be
implemented,
(iii) alternatives to the
proposed action,
(iv)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hort-term uses of
man’s environment and the

과 절차를 확인하고 개발한다.
이는 현재 수량화되지 않은
환경적 생활 편의 시설과 가
치가 경제적·기술적 고려 사항
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 있
어서 적절히 검토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C) 인간환경의 질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법률의 제정과
여러 주요 연방차원의 활동에
대한 제안에서 모든 권고나
보고에 다음 항목에 대한 담
당 공무원의 상세한 보고를
포함한다.

(i) 제안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ii) 제안이 이행된다면 피할
수 없는 유해 환경 영향,

(iii) 제안된 활동에 대한 대
안,
(iv) 인간 환경에 대한 지역
의 단기적인 사용과 장기
생산성에 대한 유지 및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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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long-term
productivity, and
(v) any irreversible and
irretrievable commitments
of resources which would
be involved in the
proposed action should it
be implemented.
Prior to making any detailed
statement, the responsible
Federal official shall consult with
and obtain the comments of any
Federal agency which has
jurisdiction by law or special
expertise with respect to any
environmental impact involved.
Copies of such statement and the
comments and views of the
appropriate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which are
authorized to develop and enforce
environmental standards,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resident,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and to the public as
provided by section 55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nd shall
accompany the proposal through
the existing agency review
processes;
(D) Any detailed statement

화 사이의 관계, 그리고

(v) 제안된 활동이 이행될 경
우 그 활동에 포함될 수 있
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 불
가능한 자원의 투입.

상세한 보고를 하기에 앞서, 담
당 연방 공무원은 관련된 환경
영향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 지
식이나 법적 관할권이 있는 연
방 기관과 협의하고 자문을 얻
어야 한다. 미국 연방 법전 제5
편 제552조에 따라 보고서 사본
과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하
는 권한을 가진 해당 연방, 주,
그리고 지역 기관들의 의견 및
관점을 대통령, 환경위원회 그리
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
고 기존의 기관 검토 절차를 통
해 제안을 다룬다.

(D) 주 보조금 프로그램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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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under subparagraph
(C) after January 1, 1970, for
any major Federal action
funded under a program of
grants to States shall not be
deemed to be legally
insufficient solely by reason
of having been prepared by a
State agency or official, if:
(i) the State agency or
official has statewide
jurisdiction and has the
responsibility for such
action,
(ii) the responsible Federal
official furnishes guidance
and participates in such
preparation,
(iii) the responsible Federal
official independently
evaluates such statement
prior to its approval and
adoption, and
(iv) after January 1, 1976,
the responsible Federal
official provides early
notification to, and solicits
the views of, any other
State or any Federal land
management entity of any
action or any alternative
thereto which may have

기금이 마련된 주요 연방 활
동에 대하여 1970년 1월 1일
이후 (C)항에서 요구되는 상
세한 보고는 다음과 같은 상
황에서는 단지 주 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상 불충분한 것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i) 주 기관이나 공무원이 주
전체 관할권과 그러한 활동
을 담당할 때,

(ii) 담당 연방 공무원이 지
침을 제공하고 준비 과정에
참여할 때,
(iii) 보고의 승인과 채택에
앞서 담당 연방 공무원이
독립적으로 그 보고를 평가
할 때, 그리고
(iv) 1976년 1월 1일 이후,
담당 연방 공무원이 특정
주 또는 특정 연방 토지 관
리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나 그 활동의 대안에 대하
여 해당 주 또는 해당 연방
토지 관리 기관에 초기 통
지를 하고, 견해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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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impacts upon
such State or affected
Federal land management
entity and, if there is any
disagreement on such
impacts, prepares a
written assessment of
such impacts and views for
incorporation into such
detailed statement.
The procedures in this
subparagraph shall not relieve the
Federal official of his
responsibilities for the scope,
objectivity, and content of the
entire statement or of any other
responsibility under this Act; and
further, this subparagraph does
not affect the legal sufficiency of
statements prepared by State
agencies with less than statewide
jurisdiction.
(E) study, develop, and
describe appropriate
alternatives to recommended
courses of action in any
proposal which involves
unresolved conflicts
concerning alternative uses of
available resources;
(F) recognize the worldwide
and long-range character of

며,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
반대가 있다면 상세한 보고
와 함께 영향력에 대한 서
면 평가와 견해를 첨부하여
준비한 때.

이 항에서의 절차들이 연방 공
무원의 전체 보고에 대한 범위,
객관적 타당성,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의 책임이나 이 법상의
기타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항
은 주 전체가 아닌 그 이하 규
모의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들
에 의해 준비된 보고에 있어서
법적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E) 가용자원의 대체 사용과 관
련하여 미해결 갈등을 수반하
는 모든 제안에서 활동에 대
한 권고된 과정의 적절한 대
안들을 연구·개발하고 향상시
킨다.

(F) 환경 문제에 관한 세계적이
고 장기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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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blems and,
where consistent with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nd appropriate
support to initiatives,
resolutions, and programs
designed to maxim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nticipating and preventing a
decline in the quality of
mankind’s world environment;
(G) make available to States,
counties, municipalitie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advice and information useful
in restoring, maintaining,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H) initiate and utilize
ecological information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resource-oriented projects;
and
(I) assist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established by title II of this
Act.
[42 U.S.C. 4332]

인류환경의 질적 저하를 예측
하고 방지하는데 국제 협력을
극대화하도록 고안된 계획, 해
결책,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미
국의 외교 정책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지원한다.

(G) 환경의 질을 회복시키고 유
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자문 및 정보를 주, 자치주,
지방 자치단체, 기관, 그리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SEC. 103. All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review
their present statutory authority,

제103조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
은 이 법의 목적과 조항을 완전
하게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어

(H) 자원 지향적 프로젝트에 대
한 계획과 개발에서 생태학적
정보를 개시하고 이용한다, 그
리고
(I) 이 법 제2편에 의해 설립된
환경위원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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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urrent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any
deficiencies or inconsistencies
therein which prohibit full
compliance with the purposes and
provisions of this Act and shall
propose to the President not later
than July 1, 1971,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bring
their authority and policies into
conformity with the intent,
purpose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Act.
[42 U.S.C. 4333]

떠한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들의 현재 법
률적 권한, 행정 규제, 그리고
현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그
들의 권한과 정책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 목적, 그리
고 절차에 맞게 준수될 수 있도
록 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1971
년 7월 1일 이전에 대통령에게
제안해야 한다.

SEC. 104. Nothing in section 102 제104조 이 법 제102조 또는 제
or 103 shall in any way affect
103조는 (1) 환경의 질에 관한
the specific statutory obligations
기준과 규준을 준수하거나, (2)
of any Federal agency (1) to
어떤 다른 연방기관 또는 주 기
comply with criteria or standards
관과 협력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of environmental quality, (2) to
또는 (3) 어떤 다른 연방기관
coordinate or consult with any
또는 주 기관의 권고나 증명에
other Federal or State agency, or
따라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데
(3) to act, or refrain from acting
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
contingent upon the
시된 연방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recommendations or certification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of any other Federal or State
agency.
[42 U.S.C.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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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05. The policies and goals
set forth in this Act are
supplementary to those set forth
in existing authorizations of
Federal agencies.
[42 U.S.C. 4335]

제105조 이 법에 명시된 정책과
목적은 연방기관들의 기존 규정
에 명시된 정책과 목적을 보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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