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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귀려 

캘라 .V나아 궁기사언협의회 (AirResources E;oard. ARB)느 '드라이클리님 자입어:서 망생하는 
머글로로예투렌 배슐기스에 내한대기부유 유·국물지:, '8~ 세 조 지 '(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짢 

for Er,11ssions of Perchloroothylene from Dry Cleaning Operatior.s)에 개 학 수 장 안 기 규 깅 석 언 더 
조간웅 논심가?' 2I 古'여 2006 년 9 월 19 입어 공쟈 구上 감여러식 수人,기 
바랍니다 

/\RB-三, 2006 년 5 '6 25 임계 훈 자에 최악물 갖고'느라이글 E 닝 산업에서 만명하는 
컵콜로모어1 밀펜 I;＇仁:가스에 대한 대 7’ 부유 ＇무독놉 란 통4; 乙치’(업민 '느려＇어불리털 ATCM'）계 

벼안 재안 스 덩 :: :-: 논의하었습 L.R 믿는 관련 나업 기 얽 개 연합회, 
한경，군세, 지'거 뎌?：오염 둔 제국 이 S5 관계여 있`드 그 밖의 서인들을 1가못한 수업f. 'j1 척 
담사지릅?\，,건을들인습니니 버 :게는 ARB 스탭디무진)이 세안올 지지자','·중간분, 

였었’l L 유독성 영장및 내재기:` ｝＇，미라는 도가지 주된 거슈로 
인자 01ARB ,; 드라이클 C 닝 삭업시 파三서나윤 간적지오도 른지괴가한다는의신: 재시만 
분높이 많갔습니마 

협의회;__-디],;＇1 으1 건울 경직하고 내〈울 고리만호실구간에제 ·11사하여 
r시라:콜 ,1 닝 작업에 A’ 반생하는 피 ;i-를 난기적 0-로 급지 ·'1 /I 는 제안을 마련하여 이해 
당).－자갈에제 다시 세시전,£-1단 하였습니나 ';·안협안J ,巳

업자가 떠맡아야한 비용?·믿을· 고리할 것가 令라 ＼간가아 내 느 라& 듬戶 

였亡 •. 1 정사 민 효로^T 랭이 였다면 구예 관한 정보도 아웅만 제공할 긴을 지’'하였습니'} 어번 
여 간습에).：：··• 느라이글리닝 사업시 러크. 사운옵 단계 처 ,._,: 금지하 r가 ?, 하여 실무 :\” 초안하 
~i제?\ ll1 안어 미춤에세 세서된 것입니다 

워코수 멀시오’ 상소 다읍과같습니다 

날먀 2006 년 9 입 19 막 

시다: 5OO p f7 - 7 OD p m (PST) 
i} R、 스 Cal/EPA Headquarters 3 나· 

Byron <her /\udilocium, 손 Fioor 
1001 I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어닫 기그슘온 즈,갑 접·서자십 소 ?1'도 퓨 :」을 합하’지 안 Ei’민으로 망종재입,＇다 ';'JI巨상승을 

서 청하려 면 입 겨 손 당인에 www.calepa ca.gcvlbroadcest 에 접 4:i1 서 면 차 나다 

궁리.E 니나자작년 ,10· 었: 여서'；앙은 전쉽업거다 후돈 ;oirj 엄횡1석 수4 석안」첩듣 위하야 합란다 여 C1 치 

수.요동 줄여」 a;운운 현성 8 F 었느 간단선 방법$ 'G 잡쓰 T 저회 심冬'여드 ’'Ct1 iih 沃삼 프만' ，릅 보십':도 

'멀군조나.，\.＼．,｀＇ 스 ^•• 나 i §/,\ 4, ?, 성 (Cai,fonia Environmental Drotecl1on Agency\> 

.. 

# ’,_처연 인차 

www.calepa
https://arb.ca.gov


수닌入 

노3(）6 탄 조 윌 .2,, 임 
2 아,어지 

우; 습이 열타 i 견 공식 이리 안〈」과 규정직 여어 초안 멋 일차戶?｀ 푸린 서·스가 어찌 2' 웹사어 I 
,.ww.arb.ca.gav/dryc/ean 에 :마시二\1 모 자전에 검토하실 2 였:」 '기 문서로 면 농김만 자료도 
위누습 당일 011 전장개시 무자심 수 있습니마 

갑애 요’ 관 턴 한 선 의 t www. am. ca.govlhtmllade/ada.htm 을 방『 하여 도·8.올 요 정 하거 나 

(916) :l23-4916 'ADA 고니 LI:31 터에 ?I1 연락할여 주십 시오 영 이 하오의 안-거로 도움이 촬요한 

겅 ?, Ms. Linda Keifer( 리마 캬이처)에제 (9 이;) 323-4327 고른 /ke1fer@arb.ca.gov 로 가중 한 한 
조숙히 연락하시가 바랍니가 

귀하라 워코숍 칭기들 한영합니다 공가\ 우]고습에 관감 전반적안 실눈 사항은 
dryclean@arb.ca.gov 구 전 Z-우건 을 보대 거 나 (9161 324-2570 Mei 「0 기 g( 데 o; %), 
(916) 327-5993 Sonia v,11alobos! 소니 아 빌라 로 보스) 또논 (916) 322-2275 
Haf1zurChowdhury( 하표！ 스루표두리)에지몬안하시가 난다tL :l 

----"--<'김A국}l-1' - -- -- =~ 
\ /＼\三 ,r’一三`\

二二戶¢〈f 二 \/〉::/一一―_ 
~— 

Daniel E. Donohoue( 디니 엘 E 도노距 국장 ――~~天 

E'l1iss,ons Assessment Branch( 배줄 가 2냐정 가꾹) 

cc Ms. t✓ ei Fong 
AirResources Engineer{ 공기자원 옌 사니타 
Emissions Evaluation Section(배출가/포g 가마) 

Mr. HafizJr Chowdhury 
Ai, Re,souo:es Eng1.1eer( 공 '' 자원 엔:“ 나 거) 
Ecnissions Evaluation Section( 매출가:'밍 가과) 

Ms. Sonia Villalobos 
Air Pcllution Specialist( 내기오엽 전 1건관) 
Emissrons Evaluation Section( 배"출기 之평가과) 

mailto:dryclean@arb.ca.gov
mailto:ke1fer@arb.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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