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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Q NEWS *******

Air Quality Sciences, Inc. Announces the H.O.M.E. Test

Kit™, Apr. 10, 2000

Atlanta, GA ?Molds and allergens in homes, schools, and other indoor environments

present an increased risk for allergic reactions and asthma. Over 17 million Americans

have asthma, a debilitating respiratory disease, and since 1980, the prevalence of asthma

and asthma-related hospitalizations and deaths has increased 75%. Additional allergic

responses may include headache, eye irritation, rhinitis, and skin irritation

3) 국내 뉴스

경기도, 대기오염 기준 대폭 강화 [지방소식]

SO₂,CO 등 국가기준보다 엄격 적용

[수원] 경기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정한 대기오염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



치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대기환경 기준치에 따

르면 아황산가스(SO₂)는 정부기준치인 연평균 0.03ppm에서 0.015ppm으로, 일산화탄소(CO)

는 9ppm에서7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 이산화질소(NO₂)는 연평균 0.05ppm에서

0.04ppm으로 강화되며 미세먼지도 연평균 80㎍/㎥에서 70㎍/㎥ 으로 낮아진다.

특히 파주안성시와 양주가평양평군 등 공기가 맑은 9개 시군의 경우 아황산가스

0.01ppm, 일산화탄소 3ppm, 이산화질소 0.03ppm, 미세먼지40㎍/㎥ 등으로 환경기준치가 대

폭 강화된다. 도는 이번에 정한 대기환경 기준치를 토대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