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장비를 새로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오래된 퍼클로로에틸렌(PERC)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전문
웻클리닝(wet cleaning)
장비로 교체하시면 $20,000를
보조해 드립니다.

보조금 수령 요건

"웻클리닝 장비로 교체한 후
세탁 결과에 정말 만족해요.
업소 내에 냄새도 훨씬
덜하고, 옷이 줄거나 화학약품
느낌없이 더 깨끗하게
세탁되는 것 같아요."
한 준, 에이비 클리너 오너
웨스트우드, 메사추세츠

웻 클리닝의 장점

킹카운티(King County)에 위치해 있으며
PERC 드리이클리닝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계안에 남아있는 PERC를 완전히 제거한후
기계를 안전하게 처분합니다

환경에 더
안전합니다

직원 건강에 더
안전합니다

세제 및 스팟 클리너를 포함하여 전문 웻클리닝
시스템을 구매 및 설치해야 합니다
PERC 기계에 사용하던 세제, 스팟 클리너 및
기타 화학제품은 처분해야 합니다 (무료로
처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사용하던 기계및 화학제품을 모두 적절하게
처분했으며 새 화학제품이 사용에 안전한지를
카운티 담당관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과금을
절약해줍니다

82%
인바이어로스타
(EnviroStar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킹 카운티 주민의 82%가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패트릭 호어먼씨
(Patrick Hoermann)에게 문의해주십시오.

206-263-1658

Patrick.Hoermann@kingcounty.gov

원하시면 다른 형식의 문서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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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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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about buying new

dry cleaning equipment?
“We made the switch to wet
cleaning and are very happy with
the results. There has been a
huge improvement in the way the
air smells and the clothes come
out cleaner without any shrinkage
or the feel of chemicals.”

WE ARE OFFERING

$20,000

grants

to help you replace your
perchloroethylene (PERC) dry
cleaning machine with professional
wet cleaning equipment.

Grant Recipients Must

- Joon Han, Owner, AB Cleaners,
Westwood, Massachusetts

Wet Cleaning Benefits

Be located in King County and use a PERC
dry cleaning machine
Clean out and dispose of your PERC
machine safely
Buy and install a professional wet cleaning
system, including new detergents and
spot cleaners
Dispose of your old detergents, spot cleaners,
and other chemicals you used with your PERC
machine (we can help you dispose of these
for free)
Allow us to verify that you have disposed of
your old machine and chemicals properly and
that your new chemicals are relatively safe

Safer for the
environment

Eligibility for
EnviroStars
recognition

Safer for
worker health

Savings in
utility costs

82%

of people in King County
prefer environmentallyfriendly businesse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Patrick Hoermann:
206-263-1658
Patrick.Hoermann@king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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