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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드라이 클리닝 업자를 위한 
연례 유해 폐기물 및 대기 오염 방지 
규정 준수 보고서 
 
배경 
드라이 클리닝 영업의 모든 드라이 클리닝 운영자 및/또는 
소유주는 오레곤 환경 청(DEQ)에 유해 폐기물 최소화 및 
대기 오염 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12 월, DEQ 는 각 드라이 
클리닝 업자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 양식과 다음 해의 대기 
오염 규정 준수 달력을 보냅니다. 
 
이 현황지에 설명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설이 드라이 클리너 환경 대응 구좌의 기금을 사용하여 
정화할 자격을 얻는데 필요합니다. 
 
드라이 클리너 연례 보고서를 DEQ 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만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EQ 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 클리닝 시설. 

 퍼크롤로에틸렌(퍼크), 석유, 또는 기타 비수성 

솔벤트와 같은 드라이 클리닝 솔벤트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스토어는 보고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드라이 스토어는 드라이 스토어 등록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보고서 역시 매년 
12 월에 운영자에게 우송됩니다.  
 
DEQ 에 드라이 클리너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 활동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물 세탁 시스템 만을 운영하는 경우. 
 조직 내의 드라이 클리닝 만을 제공하는 경우 (즉, 

호텔이나 대학 또는 기타  공공 시설) 

 군사 기지에 소재한 드라이 클리닝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유니폼 서비스 또는 침구류 제공 시설의 
운영.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지만 드라이 
클리닝 업자가 아닌 경우. 

 
그 외에도 DEQ 에 알려야할 때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대중의 의류를 드라이 
클리닝하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위해 
대중으로부터 의류를 받는 모든 영업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 60 일 이내에 DEQ 에 
통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새로운 드라이 클리닝 또는 드라이 

스토어 영업을 개업하는 경우. 
• 현존하는 드라이 클리닝 또는 드라이 

스토어 영업을 폐쇄하는 경우. 
• 재산 소유권의 변경. 
• 드라이 클리닝 영업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드라이 스토어 소유자/운영자 
• 드라이 클리닝 영업의 판매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는 어떤 
것들인가? 
연례 보고서는 드라이 클리닝 업자가 
작성하여야 할 다음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싣고 
있습니다: 
 DEQ 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미리 인쇄되어있는,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 

 여러분의 생성자 신분 결정. 
 그 해 동안 구입한 솔벤트의 양과 유형에 

대한 언급. 

http://www.oregon.gov/DEQ


 

  증류기 앙금, 필터 및 솔벤트로 오염된 폐수의 양 및 
관리 보고. 

 여러분의 드라이 클리닝 기계에 관한 자료 제공. 
 퍼크 솔벤트 사용자를 위한 대기 오염 감지 및 기록 

보고.  
 드라이 클리너 법규 준수 달력의 한 달 동안의 대기 

감지 기록을 연례 보고서와 함께 제출.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서류는 여러분의 드라이 클리너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성 또는 축적된 유해 폐기물의 기록 
 유해 폐기물 적하 목록 또는 기타 여러분의 유해 

폐기물 운송 업자로부터의 영수증.  
 드라이 클리너 규정 준수 달력 (퍼크를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 업자) 
 매 월의 퍼크 구매 기록 
 매 주의 흘림/누출 감지 기록 
 매 주의 냉각 콘덴서의 온도 감지 기록 

 
DEQ 가 제공한 드라이 클리너 규정 준수 달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DEQ 가 매년 제공하는 달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해 폐기물 생성, 솔벤트 구매, 누출 감지, 냉각 

콘덴서의 온도에 관한 모든 환경 보고 자료. 
 

 냉각 콘덴서 온도 감지 및 누출 검사/수리에 관한 규정 
준수 사항 표시 

 간단하게 요약한 규제 요건 
 여러분의 서류철을 위한 영구적인 기록 제공. 
 중요한 전화 번호 포함. 
 수수료 지불 날짜, 온도 기록, 누출 검사, 연례 보고서, 

세무 성의 드라이 클리닝 업자 증명서의 게시등에 대한 
주의 환기. 

 
DEQ 가 보낸 드라이 클리너 연례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만일 여러분이 포틀랜드에서  DEQ 로부터 1 월 10 일까지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503-229-6783 번 이나 
오레곤에서는 무료 장거리 전화인 1-800-452-4011 번으로 
전화하여 Ed Patnode 씨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 클리너 연례 보고서는 영어와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Q 에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친근한 
언어로된 보고서를 보내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언어로 된 
보고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어떻게 하나? 
연례 보고서 작성에 관한 모든 질문은 Ed 
Patnode 씨의 전화 503-229-6783 번 또는 
오레곤에서는 무료 장거리 전화인 1-800-
452-4011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작성된 연례 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드라이 클리너 연례 보고서는 3 월 1 일까지 
DEQ 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으로 요구하면, DEQ 에서는 보고서 
마감일을 30 일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를 보낼 주소: 
Oregon DEQ Dry Cleaner Program 
700 NE Multnomah Street, Suite 600 
Portland, OR 97232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 
드라이 클리너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질문은, 
포틀랜드에서는 503-229-6240 번, 또는 
오레곤에서는 무료 장거리 전화인 1-800-
452-4011 번으로 전화하여 Nancy Cardwell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주의:대기 오염 방지 규정 준수 

보고서의 부분으로 사용된 모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복사본은 영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자격, 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들 현황지 중 일부나 전부를 얻기 원하는 경우, 503-229-
6783 번이나 오레곤의 무료 장거리 전화인 1-800-452-
4011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자료는 또한 DEQ 의 드라이 클리닝 업자 웹 사이트인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regon.gov/deq/Hazards-and-
Cleanup/Pages/Dry-Cleaner.aspx 

 다른 형태의 자료 (Alternative formats) 
장애인을 위한서류나, 다른 언어의 서류 

또한 구비 되어 있사오니, 필요 하신 분은 

요청하여 주시면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포틀랜드 DEQ 503-
229-5996

, 무료전화 오래곤 1-800- 452-4011, (내선 

5969번) 또는 

이메일 Drycleanerinfo@deq.state.or.us 로 연락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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