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의 드라이클리닝 업체에 제공되는 비즈니스 혜택
왜 EnviroStars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까?
EnviroStars 인증을 취득하면 환경 보호 의식이 있는 기업임을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시 제공되는 혜택:
 EnviroStars 윈도우 스티커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 로고
 카운티 군수 (Executive)가 서명한 인증서
 EnviroStars 친환경 기업 명부및 카운티 웹사이트에
무료 등재

어떻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귀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 폐기물 최소화 및 유해 물질 배출 감소를 목표로 최선의 방법, 절차
및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기본 요건을 준수하는 업체에는 2-Star 등급이 부여됩니다. 추가 요건을
준수하면 5-Star 등급까지 승격하고 라디오 및 인쇄 매체 홍보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nviroStars 인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2.
3.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감소에 관한 당해 목표를 명시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www.envirostars.org/apply.aspx).
현장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전화: 206-263-8899, 이메일: envirostars@kingcounty.gov).
합의한 변경 조치를 완수한 다음 담당 EnviroStars 컨설턴트에게 이를 알립니다.

EnviroStars 는 1 년 내에 귀사에 대한 인증 갱신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문의 사항에 답변하고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면서 귀사가 EnviroStars 표준을 계속 준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절한 EnviroStars 의 담당자가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귀사가 보다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는 데 필요한
변화 및 개선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EnviroStars 의 Voucher Incentive Program(VIP)을 통해 초기 자금(예: 대안 세탁 시스템 도입 비용)의 50%($500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퍼클로로에틸렌(PERC)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도 인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EnviroStars 에서는 PERC 사용 중단을
권장합니다.

인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EnviroStars 신청 계획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드라이
클리닝업 협회 또는 EnviroStars 로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에게 편리한 시간으로 방문 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www.envirostars.org 이메일: envirostars@kingcounty.gov
전화: 206-263-8899 팩스: 206-263 - 3070
킹 카운티 지역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제공
본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 206-263-3050 또는 TTY 중계: 711(통역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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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centives for Dry Cleaners in King County
Why Should I Become a
Certified EnviroStars Business?
EnviroStars certification shows your customers, and potential
customers, that you care about protecting the environment.
Certified businesses receive:
 The EnviroStars window decal,
 Use of the certification logo for your own marketing,
 A certificate signed by the County Executive,
 Free listings in the EnviroStars Green Business Directory
and on our website

How Do I Get Certified?
Show that you are using the best practices, and have procedures and equipment in place to protect the environment,
operate efficiently, minimize waste and reduce hazardous materials. If you have the basics in place you will get a 2-Star rating; if you
take more steps you can earn up to a 5-Star rating and receive more benefits like radio and print promotion of your business. To
become EnviroStars certified:
1.
2.

Complete an application, including a goal for the year (www.envirostars.org/apply.aspx).
Schedule an on-site consultation visit – call 206-263-8899 or email envirostars@kingcounty.gov.

3.

Make the agreed on changes and let your EnviroStars consultant know when they are in place.

We will check in with you within a year to renew your certification, and then periodically to answer questions, provide marketing
materials and to ensure you continue to meet the EnviroStars standards.

What If I Need To Make Some Changes?
An on-site consultation visit from our friendly staff will help you to identify what changes will
make a difference in your shop so that you can operate a mor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usiness.
Our Voucher Incentive Program (VIP) can provide a 50% reimbursement up to $500 to help you get started – for example, to switch
to an alternative cleaning system! We encourage shops to move away from using perchloroethylene (PERC), although you can still
get certified with PERC equipment.

I’m Interested! What’s My Next Step?
Fill out the EnviroStars application worksheet form and submit it by mail, email or fax. If you would like help, contact
your dry cleaner association or EnviroStars. We will schedule a visit at a time that is convenient for you.

Website: www.envirostars.org Email: envirostars@kingcounty.gov
Phone: 206-263-8899 Fax: 206-263 - 3070
Produced by the Local Hazardous Waste Management Program in King County
Alternate formats available. Voice 206-263-3050 or TTY relay: 711 (Interpreter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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