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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up Program  
700 NE Multnomah St., 
Suite 600 
Portland, OR 97232 
Phone: 503-504-7906 
 800-452-4011 
Fax: 503-229-6124 
Contact: Cheryl Grabham  
 
 
www.oregon.gov/DEQ 
 
 
DEQ is a leader in 
restoring, maintaining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Oregon’s air, land and 
water.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 

이해 관계자 회의 노트  
 

2020 년 9 월 15 일 2:00 pm - 3:00 pm 

웹 회의 및 전화 회의  

 

DEQ 는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온라인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기업과 접촉하고 프로그램 수수료 수익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오레곤 DEQ 의 Cheryl Grabham 씨와 Abby Boudouris 씨가 설명하는 개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레곤 주 의회는 1995 년에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많은 회의 

참가자들이 수년 동안 DEQ 드라이클리닝 업체 자문위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설립된 이후 

드라이클리닝 업계와 프로그램의 재정 자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수수료 수입이 없습니다. DEQ 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미 진행중인 정화 작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DEQ 는 현재 새로운 정화 작업을 제공할 수 없지만 요금을 지불하는 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 

보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DEQ 는 현재 입법부에 프로그램 중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DEQ 는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이상 

드라이클리닝 업체 시설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DEQ 의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 및 대기 질 프로그램은 각각 드라이클리닝 업계에 제공할 특정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DEQ 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으며 DEQ 는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DEQ 의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은 유해 폐기물을 줄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고, 폐기물 발생기 및 중고 석유 처리기를 검사하고, 소규모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화, 이메일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직원이 있는 오레곤 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무료 기술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능한 유해 폐기물 식별 지원 

• 해당 폐기물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칙 이해 

• 적절한 유해 폐기물 관리 방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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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 와 같은 독성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 기업 비용 절약 

 

퍼클로로에틸렌 (PERC)을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클리닝 업체는 DEQ 의 대기 질 프로그램에서 ACDP 대기 

질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허가는 지난 3 월에 갱신되었으므로 시설이 갱신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DEQ 에 자세한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 허가에는 연간 수수료, 초기 보고서 및 연간 준수 

보고서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PERC 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모든 장비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완료하고 누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연례 보고서는 2021 년 3 월 21 일까지 입니다. 

 

시설이 비 PERC 기계로 전환하거나 사업이 문을 닫는 경우 드라이클리닝 업체 활동 변경 양식을 제출하여 

ACDP 허가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설은 PERC 기계가 적절하게 제거되고 위험 물질이 적절하게 

폐기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DEQ 는 지금이 업계에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참가자들을 초대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 Allan Wright, McMinnville Alpine 세탁소: Wright 씨는 1990 년부터 드라이클리닝 업체 

자문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Green Earth 용매를 사용 합니다. 그의 사업은 작년보다 50 % 

감소했으며 매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Michael Maggard, Five Star 세탁소: Maggard 씨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업주 상한선을 달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방식은 미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해 현재 감소하는 산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수입과 비용 및 드라이클리닝 업체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드라이클리닝 업체에 대한 고정 수수료가 

회계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업체의 고정 수수료는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가며 들어오는 수표를 관리하는 데 누군가는 1 년에 며칠이 걸립니다. Grabham 씨는 DEQ 가 

지출되는 모든 달러를 매우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Jay Bleich, Bee 세탁소: Bleich 씨는 매출이 52 %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퍼클로로에틸렌 (PERC)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는 결코 혜택을 받지 못할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그러한 특전을 사용한 적이없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그는 어차피 정화할 돈이 없다고 

말했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쓰레기통에 돈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Grabham 씨는 

현재 DEQ 가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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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Ng : Ng 씨는 정화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정화에 810 만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DEQ 는 50 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12 개 현장을 정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업체 기금은 $ 250,000 미만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에 이 

프로그램은 내년 이맘때까지 잔액을 0으로 예측했습니다.  

 

• Tammy Thompson,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협회 회장: Thompson 씨는 사업이 50 ~ 60 % 

사이에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Green Earth 용매를 사용하고 PERC 를 사용했던 이전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보고싶고 책임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이 계속되기를 원 합니다. 그녀는 수수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되지 

않으며 관리 비용에 대한 한도를 알고싶어  합니다. Grabham 씨는 관리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Jim Kincaid, Cable, Huston, LLP :  Kincaid 씨는 변호사이며 1990 년대부터 드라이클리닝 업체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Kincaid 씨는 새로운 이름과 얼굴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부분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관리 비용 절감에 대해 말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가 계속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업계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DEQ 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 책임 보호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화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자신과 같은 기업에게는 공정하지 

않다는 Jay Bleich 씨의 관점을 높이 평가 합니다.   

  

• Mike Fassler, 리넨 서비스: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드라이클리닝 업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169 개의 드라이클리닝 업체가 있으며 그 중 56 개는 PERC 를 사용 합니다.  

 

• Kathey Butters,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협회 전 회장: Butters 씨는 다른 출처의 자금 지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Grabham 씨는 DEQ 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험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DEQ 의 드라이클리닝 업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듣고 싶은지 묻는 설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다수는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기를 원 합니다 (분기별 회의, 연례 보고서, 뉴스레터 및 

청구서가 포함된 삽입물).  

 

Grabham 씨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했고 회의는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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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Aeran Cho, 통역  

Alayna Brand, Brookings 세탁소   

Allan Wright, McMinnville Alpine 세탁소 

Amy Houghtaling, Dallas City 세탁소 

Brad Berggren, PNG Environmental 

Brittney Wendell, Pacific NW 오염 방지 리소스 센터 

Elba Perez, Quality Fashion 세탁소 

Guy Tanz, PNG Environmental 

James Schaff, Criteria Properties  

Jay Bleich, Bee 재단사 및 세탁소 

Jim Kincaid, Cable Huston LLP 

Kathey Butters,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협회 

Kim Nguyen   

Kwang Kim   

Mark Ng, TECHNICHEM 

Michael Maggard, Five Star   

Mike Fassler, 리넨 서비스 

Paul Morimoto  

Paul McBeth   

Priscilla Thompson,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협회 

Russell Peterson, Peterson Equipment Co.   

Tammy Thompson, 오레곤 드라이클리닝 업체 협회 

Tom Sjostrom,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협회 오레곤 

Varujan John Saganda, Midway 세탁소 

 

 

오레곤 DEQ 참석자 

Abby Boudouris, 입법 분석가 

Cheryl Grabham, 정화 프로그램 관리자 

Ellie Brown,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   

Hillarie 판매, 대기 질 프로그램  

Jacqueline Ross, 정화 프로그램   

Jennifer Flynt, 공보  

Nancy Cardwell, 정화 프로그램 

Raissa Scheller, 자재 관리 프로그램  

Stephanie Caldera, 환경적 정의 연락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