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환경 위생 비디오 – 환경 위생의 역할
2:30 분 비디오
시각 서술: 오렌지 카운티의 다양한 야외 풍경 클로즈업.
공원. 해변. 식당. 광장. 삶을 즐기는 사람들.
보이스오버:
매일 오렌지 카운티 전체의 커뮤니티 웰니스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전문가팀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시각 서술:
주유소, 식료품점, 식당(홍보 담당자 라인). 해변의 서퍼들. 커뮤니티 내부의 사람들과
OCEHD 직원.
보이스오버:
여러분이 차에 기름을 채우고 식료품을 구매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파도를 탈 때도,
오렌지 카운티 환경 건강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뮤니티를 즐겁고 안전한 곳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 및 사업체를 교육하고 이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시각 서술: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열심히 근무 중인 셰프. 서빙되는 접시. 환경 건강부
직원이 레스토랑에 입장하여 매니저와 악수하는 모습. 주방 점검. 직원과 대화.
보이스오버:
환경 건강 전문가는 뛰어난 지역 레스토랑, 푸드 트럭, 식품 제공 시설과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을 제공하여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합니다. 신규 식당 콘셉 디자인 및
건축 시 건축가 및 소유주와 협업할 때도 있습니다.
시각 서술: 직원이 중기를 운전하는 매립지의 모습. 매립지 직원과 대화하는 환경 건강부
직원.
보이스오버:
위험물 전문가는 쓰레기가 올바른 방식으로 수거, 처리, 처분될 수 있도록 매립지, 친환경
쓰레기 시설 및 환적장에 매달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각 서술: 직원이 고압 기구를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너 내부.
시각 서술: 오일 교환 사업체 내부에서 장비를 가리키는 환경 건강부 직원.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오일 교환 업체 직원.
보이스오버: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재활용, 처분, 보관을 위해 사업체와 끊임없이 협력하는
전문가들...

시각 서술: 주유소를 방문한 환경 건강부 직원. 주유소 관리자와의 대화.
보이스오버: ... 지하 보관 탱크를 검사하여 누출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여 지하수와 주변 환경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
시각 서술: 타투 가게 매니저와 대화하는 환경 건강부 직원. 벽에 걸린 타투 디자인을
가리키고 가게 장비를 검사하는 모습.
보이스오버:
환경 건강부는 보디 아트 시설을 점검하고 아티스트와 만나 건강 허가증이 유효하고
시설이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각 서술: 공공 수영장. 수영장 관리자와 대화하는 환경 건강부 직원. 수영장과 시설
장비를 바라보는 모습.
보이스오버:
공공 수영장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화학 검사를 하고 모든 안전 장비가
있는지와 수영장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시각 서술: 해변과 바다. 해변을 걷는 환경 건강부 직원. 물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
보이스오버:
또한 팀은 물 샘플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를 꾸준히 보호합니다.
시각 서술: 실험실에서 검사를 받는 물 샘플.
보이스오버: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와 오염 물질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다양한 비디오의 시각 서술: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푸드 트럭 주변의 사람들.
드라이 클리너에서 옷을 꺼내는 여자.
타투를 받는 남자.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
공공 수영장에 뛰어드는 아이/물놀이를 즐기는 가족.
해변의 가족. 서퍼.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이스오버:
환경 건강 전문팀은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주민이 자신이 사랑하는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아름답고 안전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건강 서비스 로고 및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