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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VCP  프로그램, 혹은 아래 웹을 
방문 하세요. 

관련 웹: 
www.ecy.wa.gov/programs/tcp/vc
p/vcpmain.htm 
 
 
 
 

담당자 연락처: 
Nnamdi Madakor, P.HG., P.G. 
VCP Statewide Coordinator 
Department of Ecology 
PO Box 47600 
Olympia, WA  98504-7600 
(360) 407-7244 
nmad461@ecy.wa.gov 
 
 
 
 

본문에 담긴 내용을 
다른양식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시면: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상기 
내용을 열람하고자 할시는 360-
407-7170 을,  청각 장애자는 711 
을, 언어 장애자는 877-833-6341 
을 사용하세요. 

 

 

 

독자적으로 행한 환경정화 행위에 

관한 환경부 소견서 

변경 사항? 

환경부에서는 VCP 프로그램에 관련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 

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정 소유토지별 소견서.  환경부에서는오염된 

전체지역중 일부 특정토지 부위에 관련, 계획된 혹은 

완결된 정화행위에 관한 소견서를 발부함니다.  

 환경부 소견 양식을 일부 변경 하였습니다.   오염된 

전체지역에 관하여도, 계획된 혹은 완결된 정화행위에 

관한 소견서를 앞으로도 계속 발부함니다. 

 2006 년 이후 시행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소견서 요청서와 행정서신 양식을 개정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되고있는 2006년도 양식은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새양식을 사용하여야합니다.    

 

법령 근거 

관련자가 (1)이미 실행 혹은 계획중인 환경정화 행위가 

환경법규에 흡족 할 수 있는지 여부와, (2)그이외 추가로 

환경 정화 행위를 행하여야 하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에게 

소견을 문의시, MTCA 환경 법규에 근거하여 주환경부의 

소견을 답할수있습니다.  

 

2007 개정된 법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오염된 전체 지역중 

일부개별소유 특정 토지부위에 관련 환경 정화행위에 관한 

소견서를 발부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전체 

오염정도 규모도 반드시 언급하도록 규정짓고있습니다.  

http://www.ecy.wa.gov/programs/tcp/vcp/vcpmain.htm
http://www.ecy.wa.gov/programs/tcp/vcp/vcp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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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행한 환경정화 행위란 무었인가? 

“환경 정화 행위” 란 어느 특정 지역에 발생한 독극물로 인하여, 주위 환경 혹은 건강에 

위협 (혹은 위협 가능한)를 주는 요소를 규정, 제거, 혹은 극소화 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독자적으로 행한 환경 정화 행위”란  주환경부의 감독과 승인없이 행한 환경 정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환경부가 집행동의서/명령/법원동의서가 동반되지 않을시 

독자적으로 “환경 정화 행위”를 행할수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환경정화시 주환경부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있는가? 

주환경부는 VCP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행하는 환경정화 행위에 관한 평가를 

요청받을시 비공식적으로 환경부의 소견을 발부하거나 기술적인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VCP 를 통해 주환경부가 할수 있는일은 무었인가? 

예를 들면, 관련 세부 법조항을 알려주거나, 법조항을 준수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방법론을 알려 줄수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중이거나 이미완료한 정화행위가 법규에서 

필요한 모든사항을 만족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청을 받으면 주환경부에서 서면으로 

대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도움을 줄수가 없습니다: 

 법적소유권 

 무한 책임 소재여부  

 정화 비용 재정 책임여부 

 오염 관련자를 위한 정화 비용 재정 책임분산 청구여부 

 독자적으로 이미 행한 환경 정화가 주환경부에서 감독하에 실시한 정화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정도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만이 판단할수있습니다.  

 

VCP 프로그램에서는 구두 혹은 서문으로 행한 그어떠한 환경부의 소견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않으며, 단순히 권고/자문 역할일 뿐입니다.  

정화행위 계획시 에도 자문을 구할수있는가? 

예, 환경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줄수있습니다: 

 환경 오염 조사 계획서 

 개인소유 토지 혹은 전체 오염 지역에 관한 자세한 정화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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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양식의 소견을 환경부에서 발부하는가?  

전체 오염지역 혹은 일부 개인소유 토지에 관한 것이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 4 

장에 있는 관련 그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 오염 지역 정화:  오염 물질이 서로 혼합혹은, 이동하여 여러 개인 소유 토지가 

합쳐서 하나의 오염 지역으로 규정되었을시는 다음과 같은 소견서중 하나를 

주환경부로 부터 받을수있습니다:     

o 전지역 정화 완료 

o 정화 일부지역만 정화 완료 

o 정화 미비/정화 더필요함 

 개인소유 토지 정화: 전체 오염 지역중에 일부인 개인소유/토지 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소견서중 하나를 주환경부로 부터 받을수있습니다:     

o 정화 완료 

o 정화 미비/정화 더필요함 

주환경부는 반드시 표준양식에 의거 소견서를 발부하는가? 

예, 주환경부에서는 이미준비된 표준 양식에 의거하여 정화 행위에 관한 소견서를 

발부합니다.   

표준 양식소견서는 몇종류나 되는가?  

9 가지 양식이 현재 준비되어 있으며, 그내용은 관련 웹에서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http://www.ecy.wa.gov/programs/tcp/vcp/ . 

다른 양식의 소견서를 발부할수있는가?  

아닙니다. 상기 언급한 이외의 다른 양식의 소견서는 발부하지않을뿐만 아니라, 표준 

양식을 변경하여 발급하지도않습니다. 

어떤 표준양식을 선택할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 하는가? 

표준 양식 소견서 종류 선택 여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관한 대답에 따라 달라 

집니다. 

 정화행위가 오염된 전체 지역에 관한 것인가 혹은 그중 일부에 개인소유토지에 

국한된 것인가?  

 정화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는가?  아니면 계획단계인가? 

 정화 행위가 아직도 더 필요한가? 

 

http://www.ecy.wa.gov/programs/tcp/vcp/vcp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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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알맞는 비공식 소견서를 발부하기위해 환경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챠트를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주환경부에서 발부한 소견서는 법적이 구속력이있는가? 

아닙니다.‘정화 완료”라는 소견서를 환경부로부터 서면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RCW 70.105D.040(4)” 방법만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주환경부에서 발급한 “정화 완료” 소견서만 있으면 제3자로부터  

받을수있는 관련오염책임여부 소송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가?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며, 주환경부와 같이 법적동의서를 통하여만이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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