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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TITLE II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제2편
환경위원회

SEC. 201.
The President shall transmit to
the Congress annually beginning
July 1, 1970, an Environmental
Quality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ort’’)
which shall set forth
(1)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 major natural, manmade,
or altered environmental
classes of the Nation,

제201조
대통령은 1970년 7월 1일부터
매년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는
환경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
다)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 해양·하구·담수 등의
수생 환경 및 육지 환경을 포
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
는, 그리고 삼림, 육지,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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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ir, the aquatic, including
marine, estuarine, and fresh
water, and the terrestrial
environ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rest,
dryland, wetland, range,
urban, suburban, and rural
environment;
(2) current and foreseeable
trends in the quality,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uch environments and the
effects of those trends on the
social, economic, and other
requirements of the Nation;
(3) the adequacy of available
natural resources for fulfilling
human and economic
requirements of the Nation in
the light of expected
population pressures;
(4) a review of the programs
and activities (including
regulatory activ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or individual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ir effect on
the environment and on the
conservation, development

산맥, 도시, 교외 및 시골 환경
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
니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
인, 또는 변경된 주요한 국가
환경의 상태와 조건;

(2) 그러한 환경의 질,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동
향과 국가의 사회, 경제 및 기
타 조건에서 그 동향의 효과;

(3) 예상되는 인구과잉을 고려
하여 인간과 국가의 경제적 요
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천연자
원 이용의 타당성;

(4)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
와 비정부단체 또는 개인의 프
로그램과 (규제 활동을 포함
한) 활동에 관한 검토, 특히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개발
및 이용에서의 영향에 관한 검
토; 그리고

2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5) a program for remedying
the deficiencies of existing
programs and activities,
together with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on.
[42 U.S.C. 4341]

(5) 법률 제정의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프로그램 및 활동의 결
함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SEC. 202.
제202조
There is created in the Executive
대통령실에 환경위원회(이하 “위
Office of the President a Council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
on Environmental Quality
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동의를 얻어 임명한 3명의 위원
‘‘Council’’). The Council shall be
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위원회
composed of three members who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
shall be appointed by the
한다. 각 위원은 자신의 교육·경
President to serve at his
험 및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
pleasure, by and with the advice
야에서의 환경 동향과 정보를
and consent of the Senate. The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 법 제1편
President shall designate one of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고
the members of the Council to
려하여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과
serve as Chairman. Each member
활동을 평가하고; 과학적, 경제
shall be a person who, as a result
적, 사회적, 심미적 및 문화적
of his training, experience, and
필요성과 국가의 이익을 인식하
attainments, is exceptionally well
고 대응하며; 그리고 환경의 질
qualified to analyze and interpret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정
environmental trends and
책을 고안하고 제안할 수 있는
information of all kinds; to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격을 갖
appraise programs and activities
추어야 한다.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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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of the policy set forth in
title I of this Act; to be conscious
of and responsive to the
scientific, economic, social,
esthetic, and cultural needs and
interests of the Nation; and to
formulate and recommend
national policies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42 U.S.C. 4342]
SEC. 203.
제203조
(a) The Council may employ (a) 위원회는 이 법의 기능을
such officers and employees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원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out its functions under this
또한 위원회는 미국 연방 법전
Act. In addition, the Council
(United States Code) 제5편
may employ and fix the
제3109조에 따라(다만, 마지막
compensation of such experts
문장은 제외한다), 이 법의 기
and consultants as may be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necessary for the carrying
전문가와 자문 위원을 고용하
out of its functions under this
고 그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
Act, in accordance with
section 3109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but
without regard to the last
sentence thereof).
(b) Notwithstanding section (b) 위원회는 수정 법령(the
3679(b) of the Revised
Revised Statutes) 제3679조
Statutes (31 U.S.C. 665(b)),
(b) (U.S.C. 제31편 제665조
the Council may accept and
(b))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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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
voluntary
and
uncompensated services in
furtherance of the purposes
of the Council.
[42 U.S.C. 4343]

목적 실현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업무
를 승인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SEC. 204.
제204조
It shall be the duty and function
위원회의 의무와 기능은 다음과
of the Council—
같다.
(1) to assist and advise the
(1) 이 법 제201조 규정에 의한
President in the preparation
환경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대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통령을 보좌하고 조언한다;
Report required by section
201;
(2) to gather timely and
(2) 현재와 미래의 환경의 질에
authoritative information
관한 상황과 동향에 대하여 시
concerning the conditions and
기적절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trends in the quality of the
수집하고, 그 상황과 동향이
environment both current and
이 법 제1편에서 제시하고 있
prospective, to analyze and
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
interpret such information for
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
the purpose of determining
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러한
whether such conditions and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trends are interfering, or are
리고 그 상황과 동향에 관하여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이루어진 연구 내용을 편집하
achievement of the policy set
여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forth in title I of this Act, and
to compile and submit to the
President studies relating to
such conditions and trends;
(3) to review and appraise the
(3) 연방정부의 다양한 프로그
various programs and
램과 활동이 이 법 제1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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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light of the
policy set forth in title I of
this Ac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such programs and
activities are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of such
policy, and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with respect
thereto;
(4) to develop and recommend
to the President national
policies to foster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to meet
the conservation, social,
economic, health, and other
requirements and goals of the
Nation;
(5) to conduct investigations,
studies, surveys, research,
and analyses relating to
ecological systems and
environmental quality;
(6) to document and define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the
plant and animal systems, and
to accumulate necessary data
and other information for a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하는 정도를 결정
하기 위하여 그 정책에 비추어
프로그램과 활동을 검토 및 평
가하고, 그에 관하여 대통령에
게 권고한다;

(4)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기타
국가의 요건과 목표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
고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대통령에
게 제안한다;

(5) 생태계와 환경의 질에 관하
여 조사, 연구, 검토, 탐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6) 식물 및 동물의 체계를 포
함하여 자연환경의 변화를 기
록하고 규정하며, 그와 같은
변화 또는 동향의 지속적인 분
석과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
하여 필수 데이터 및 기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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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ng analysis of these
changes or trends and an
interpretation of their
underlying causes;
(7) to report at least once each
year to the President on the
state and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and
(8) to make and furnish such
studies, reports, thereon, and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matters of policy
and legislation as the
President may request.
[42 U.S.C. 4344]

보를 구축한다;

(7)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환경
의 상태와 상황에 관하여 대통
령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8)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
라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며, 정책
및 법률 제정상의 문제에 대한
제언을 한다.

SEC. 205.
제205조
In exercising its power,
이 법에 의한 권한, 기능 및 책
functions, and duties under this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Act, the Council shall—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1) consult with the Citizen’s
(1) 1969년 5월 29일 제11472
Advisory Committee on
호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설치
Environmental Quality
된 환경의 질에 관한 시민자문
established by Executive
위원회(the Citizen’s Advisory
Order numbered 11472, dated
Committee)와 협의하고, 바람
May 29, 1969, and with such
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과학
representatives of science,
계, 산업계, 농업계, 노동계, 환
industry, agriculture, labor,
경 보호 기관, 주 및 지방 정
conservation organizations,
부, 그리고 기타 단체의 대표
State and local governments
자와 협의한다; 그리고
and other groups, as it deems
advis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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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tilize,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the services,
facilities, and information
(including statistical
information) of public and
private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order that duplication of
effort and expense may be
avoided, thus assuring that
the Council’s activities will
not unnecessarily overlap or
conflict with similar activities
authorized by law and
performed by established
agencies.
[42 U.S.C. 4345]

(2) 위원회의 활동이 불필요하
게 겹치거나, 다른 설립 기관
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법적으
로 허용된 유사한 활동과 충돌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면서,
노력과 비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사설 기관이
나 단체와 개인의 서비스, 시
설 및 (통계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충분히 활용한다.

SEC. 206.
제206조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위원회의 위원은 상근하며, 위원
serve full time and the Chairman
장은
행정부
보수율표(the
of the Council shall be
Executive Schedule Pay Rates)
compensated at the rate provided
단계 2에 규정되어 있는 비율에
for Level II of the Executive
따라 보수를 받는다. 위원회의
Schedule Pay Rates (5 U.S.C.
나머지 다른 위원들은 행정부
5313). The other members of the
보수율표 단계 4에 규정된 비율
Council shall be compensated at
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the rate provided for Level IV of
the Executive Schedule Pay
Rates (5 U.S.C. 5315).
[42 U.S.C.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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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OF TRAVEL
REIMBURSEMENT

여비 상환에 관한 수락

SEC. 207.
The Council may accept
reimbursements from any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or from
any department,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y State, or local
government, for the reasonable
travel expenses incurred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uncil in connection with his
attendance at any conference,
seminar, or similar meeting
conducted for the benefit of the
Council.
[42 U.S.C. 4346a]

제207조
위원회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위
원회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콘퍼런스, 세미나, 또는 기타 회
의 참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
당한 여비에 대하여, 위원회는
민간비영리단체나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부서, 기관 또
는 대행 기관으로부터의 상환을
수락한다.

EXPENDITURES FOR
INTERNATIONAL TRAVEL

국제활동을 위한 비용

SEC. 208.
제208조
The Council may make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expenditures in support of its
위한 지출을 포함하여, 국제활동
international activities, including
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
expenditures for:
출할 수 있다.
(1) international travel;
(1) 해외 출장;
(2) activities in implementation (2) 국제 협약 이행 활동;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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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3)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foreign
countries.
[42 U.S.C. 4346b]
SEC. 209.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Act not to
exceed $300,000 for fiscal year
1970, $700,000 for fiscal year
1971, and $1,000,000 for each
fiscal year thereafter.
[42 U.S.C. 4347]

고
(3) 미국과 외국에서의 국제 교
류 프로그램 지원

제209조
1970년 회계 연도에는 300,000
달러, 1971년에는 700,000달러,
그리고 그 후 매 회계 연도에는
1,000,000달러를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상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인된
예산 책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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