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에게 오리건주의 산업 대기오염 규정 개정에 참여할 기회 를
제시합니다.
오리건주에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 환경의 질의
척도이자 활력있는 경제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사회내의
양질의 대기 – 그리고 그들 가족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 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리건 보건당국(OHA)와
환경보호국 (DEQ)가 협력하여 현재의 산업
대기오염 규정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
지역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 주민
건강, 건강한 환경 및 건강한 경제 – 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Cleaner Air Oregon, 즉 더욱 청정한 오리건
대기 운동은 전 주에 걸친 주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 대기 확보를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규정은 보건이 아닌 기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산업 대기오염 규정은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들 지침은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부 규정은 산업체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배기 가스를 여과할 것을 요구하지만, 어느 수준의
유해 물질의 대기 방출량이 안전한 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오리건 주민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할 것입니다.
• 업데이트된 과학 정보를 통하여 주민 보건의 필요를
반영한 더 나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새 규정은 전 주에 걸친 일련의 각 산업분야를 포함할
것이며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하여 언급할 것입니다.
• Cleaner Air Oregon을 통하여 마련된 새 규정은
또한 우리의 환경, 지역 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대기 청정도 규정을 바꾸었으며, 이들 규정은 공중보건
보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cleanerair.oregon.gov

규정 입안자에게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십시오.
Cleaner Air Oregon는 우리 모두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산업 대기오염 규정 마련을
위해 전 주에 걸친 지역사회의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의 방식으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질문과 의견을 info@cleanerairoregon.org로 보낸다.
✔ CleanerAir.Oregon.gov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남긴다. 때때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이때
자신의 의견을 제공한다.
✔ 페이스북 (@cleanerairoregon)과 트위터(@cleanerairOR)를 팔로우하여 최신 소식을 접하거나 의견발표를
위한 초대에 응한다.
✔ 2016년 9월과 10월에 있을 지역 포럼에 참석하여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 포럼은 벤드, 메드포드,
펜들톤 및 포틀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일반에 공개된다. 구체적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될 공공 의견수렴 기간중 규정 초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구체적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우리 주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더욱 청정한 대기조성
확보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 언어나 여타 언어 및
형식으로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시면
info@cleanerairoregon.org 로
요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