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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클리닝 업소 개선 기금은 코네티컷주 

경제커뮤니티개발부(DECD)가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스토다드 솔벤트 또는 기타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로 인한 

공해의 평가, 억제 또는 청소를 위해 유자격 드라이클리닝 업자 및 지주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그러한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음용수 제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격 요건 

 개선 기금 신청자는:  

 

 현재 주 및 연방 세금 신고 대상자이고  

 CGS 제12-263m조가 부과하는 드라이클리닝 업소 할증금 신고의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업소가 테트라클로로에틸렌(흔히 “퍼크”라고 함) 또는 스토다드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전에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영업했어야 합니다. 

 

 업소의 현재 운영자 또는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및/또는 그의 대리인과 관련된 미결 소송 절차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및 개선을 완료하기 위한 책임 당사자 그리고 승인된 주 기금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자금원을 밝혀야 합니다. 

 

평가 기준 

 보조금 신청 평가 기준:  

 공중 건강에 대한 위험, 

 문제의 강도, 

 신청안의 효과성(비용 효과 및 환경적 효과), 

개선 기금 



 신청 일자, 

 기금의 가용성. 

보조금 규모 제한 

 최초기금신청액은$100,00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떤 드라이클리닝 업소도 본 

기금으로부터 $300,000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드라이클리닝 업소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에서 최초 $10,000 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개선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코네티컷주 경제커뮤니티개발부(DECD)에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관리자 – Brian Dillon 전화 (860) 270-8156,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 Donald Friday 전화 (860) 270-8063, 또는 

 프로그램 보조 – Michelle Lugo 전화 (860) 270-8052 

 

 신청은 일 년에 두 번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3 월 및 8 월의 마지막 금요일 정오입니다.   

 

가이드라인 및 적격 요건, 지침 및 신청, 프로젝트 자금지원 계획 및 예산 그리고 기타 자료를 

인쇄하려면 

다음 주소의 DECD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tbrownfields.gov/ctbrownfields/cwp/view.asp?a=2620&q=319328 

 
 
 
 
 
 
 
 
 
 
 
 
 

2004 년 의류 처분 안내(개선 기금 2010 년 3 월 업데이트) 

코네티컷주 환경보호부, 79 Elm Street, Hartford, CT 06106-5127 

공해예방실 860/424-3297     http://www.ct.gov/dep/cwp/view.asp?a=2708&q=32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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