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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닌 3 밀 2 임

수신자귀하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의회 (Air Resources Board, ARB) 는 퍼클로로에틸렌
트타이클리닝 작업에 대한 대기부유 유독물질 통제 조치 ’(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 for Perchloroethylene Dry Cleaning Operations, 일 명 '드라이 글리 닝 ATCM' ）에
대한 수정안의 규정적 언어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위크숍을 2006 년 3 월 16 일에
개최하오니 찹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크숍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2006 년 3 일 16 인
시간:
장소:

오후 5 시 -7 시(태평양연안표준시)

Cal/EPA Headquarters
Byron Sher Auditorium 2 층
1001 I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이번 워크숍은 직접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듬음 위하여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중계 방송을 시정하려면 워크숍 낭일에 www.calepa.ca.gov/broadcast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워크숍이 열리기 견, 공식 회의 안건과 규정적 언어 초안 및 일체의 관련 자료가 저희의
웹사이트 www.arb.ca.govltoxicsldrycleanldryclean.htm 에 게시되므로 사건에 답토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로 된동일한 자료도워크숍 당일에 현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와 관련 만 편 의

`t- www. arb. ca. gov/htmlladalada. htm을

방룬 하 여 도 나 옵: 요 성 하거 니

(916) 323-4916 'ADA 코디네이터’에 거] 연락하여 주십시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산 경-?- Ms. Linda Keifer( 린다 카이 파)에 게 (916) 323-4327 또논 /keifer@arb.ca.gov 로
가능한한조속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워크숍 참여를 환영합니다, 공개 워크숍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사항은
dryclean@arb.ca.gov 로 전자메 일을 보내 거 나 (916) 324-2570 Mei Fong( 메 이 퐁), (916)

켈리포니아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난은 현실입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즉각적인조치룔 취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면 저희 챕사이트 http;/IwWN.arb.ca.qov 를 보 십시오.

캘리포니아환경보호청
재환용지에 인쇄

수신자

2006 년 3 월 2
2 페이지

327-5983 Sonia Villalobos( 소 니 아
Chowdhury( 하피주르 쵸두리)에게
감사합니다.

;;)@rd'£
Daniel E. Donohoue( 다니 엘 E.
Emissions Assessment Branch( 배
cc:

Ms. Mei Fong
Air Resources Engineer
Emissions Evaluation Section
Mr. Hafizur Chowdhury
Air Resources Engineer
Emissions Evaluation Section
Ms. Sonia Villalobos
Air Pollution Specialist
Emissions Evaluation Section

라로보스) 또는 (916) 322-2275 Hafizur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