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발행  

 

고형폐기물 관리계획(SWMP)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제1회 공청회에 볼티모어시 주민 초청 

2월 22일 도시의 10개년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공하는 방법  

  

 

볼티모어시 공공사업부(DPW)는 고형폐기물 관리 10년 계획 초안을 60% 완료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릴 총 3번의 가상 공청회 중 첫 번째 공청회를 2월 22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Webex를 통해 개최됩니다 (아래 참여 등록 방법 참조). 

DPW는 주민, 볼티모어에서 일하는 사람, 환경 옹호자, 비즈니스 및 교육 리더 및 기타 모든 

이해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계획 개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SMWP을 통해 볼티모어시의 고형폐기물 흐름관리 목표 설정, 공공 및 민간의 기존 고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 평가, 기존 및 미래의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 파악, 

생활·사업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퇴비화 실행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계획의 검토와 업데이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볼티모어시의 고형폐기물 관리 



 

 

개요, 연방, 주, 지방정부 규정에 따른 영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설정, 인구 예측, 

현재 요구 사항 및 정책 사항, 2019 볼티모어 지속가능한 계획과 2018 볼티모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서 권고한 정책 및 프로그램. 

 

참여 방법: 

의견 수렴을 위해 매 공청회 개최 2주 전에 초안이 고형폐기물 관리 10년 계획 웹사이트에 

개시됩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은   

SolidWastePlan@baltimorecity.gov로 전자 메일, 혹은 Solid Waste Management Plan, 200 

Holliday St., 10th Floor, Baltimore, MD 21201로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녹화되어 

공개됩니다. 

첫 공청회는 2월 22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Webex에서 진행됩니다. 회의 참여를 위한 

등록은 여기  에서 해주십시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록 양식에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제 2, 3회 가상 공청회에서는 90% 및 99% 완성된 초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4월에는 최종 

초안을 제시하기 위한 두 개의 하이브리드 대면 회의와 가상 공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3월과 4월 가상 공청회 참여 등록은 여기에서 하십시오.  

공청회 일정 

날짜: 시간: 세부사항: 

2023년 2월 22일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60% 완료 초안 검토 공청회 - 

가상회의 

2023년 3월 13일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90% 완료 초안 검토 공청회 - 

가상회의 

2023년 3월 27일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99% 완료 초안 검토 공청회 - 

가상회의 

2023년 4월 10일 TBD 최종안 검토 공청회 1 - 대면 및 

가상회의 

https://planning.baltimorecity.gov/planning-master-plan
https://www.baltimoresustainability.org/plans/sustainability-plan/
https://www.baltimoresustainability.org/baltimore-food-waste-recovery-strategy/
https://www.baltimoresustainability.org/baltimore-food-waste-recovery-strategy/
https://bmore.sharepoint.com/sites/DPWSolidWaste/Shared%20Documents/Projects/10%20Year%20Solid%20Waste%20Management%20Plan/2023%20Plan%20Update/Communications%20Materials/press%20release/SolidWastePlan@baltimorecity.gov
https://bmore.webex.com/weblink/register/r626c7a17155b3007cc51d3de8dda700c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pw-bureaus/solid-waste/plan


 

 

2023년 4월 24일 TBD 최종안 검토 공청회 2 - 대면 및 

가상회의 

 

DPW는 우리의 환경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활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pw-bureaus/solid-waste/plan 를 

참조하십시오. 질의나 의견 사항이 있는 경우 SolidWastePlan@baltimorecity.gov로 전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ublicworks.baltimorecity.gov%2Fpw-bureaus%2Fsolid-waste%2Fplan&data=05%7C01%7CMeghan.Resler%40baltimorecity.gov%7Cfee904c8a59e490905fe08dade12abcc%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0664691332188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H91BZ89R%2FPRUsOebdsrwF0uI1s2M9VrN61iofkeqSs%3D&reserved=0
mailto:SolidWastePlan@baltimorecit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