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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CLEANER WASTEWATER DISPOSAL FACT SHEET 
Dry Cleaning Waste & Wastewater Guidelines 

For the purposes of this information, a “drain” is defined as any floor drain, toilet, sink or washing machine. 

All new dry cleaners and all existing dry cleaners that change dry cleaning solvent must receive Sacramento 
Regional County Sanitation District (Regional San) approval to discharge separator wastewater to the sewer. 
The table below outlines what dry cleaning wastes and wastewater can and cannot be discharged to the sewer. 

 

DOES Go Down the Drain DOES NOT Go Down the Drain 

• Separator waste only if characterized by the facility 
as non-hazardous through a hazardous waste 
determination (22CCR 66261.11) and approved by 
Regional San 

• Wet-cleaning wastewater  
• Washing machine/laundry wastewater  
• Air compressor wastewater 
• Boiler blowdown 
• Non-contact cooling water 

• Any hazardous waste 
• Any vacuum wastewater 
• Any separator wastewater that has not been 

characterized as non-hazardous and has not been 
approved by Regional San  

• Spotting table waste or wastewater  
• Still residue/muck 
• Tonsil, or similar filter aid  
• Lint 
• Oil/lubricant 

 
 

Floor Drains 
 

Floor drains must be protected from chemical leaks and spills. Options for spill protection include installing 
coated berms around drains, using spill trays to contain potential chemical spills, plugging the drain, or storing 
chemicals in a room without a floor drain. 

 

For information on obtaining approval to discharge separator wastewater to the sewer or for other sewer 
related questions, contact the Regional San Wastewater Source Control Section at (916) 875-6470 or 
wscs@sacsewer.com. 

 

If you are unsure if your waste is a regulated hazardous waste, contact the Sacramento County Environmental 
Management Department, Environmental Compliance Division, at (916) 875-8550 or emdinfo@saccounty.net.  



                                  

 

         
드라이클리닝 세탁소 폐수 처리 자료표 

드라이클리닝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지침 

이 정보 자료의 목적상, “배수관”은 바닥 배수관, 변기, 싱크대 또는 세탁기로 정의됩니다.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바꾸는 모든 신규 드라이클리닝 세탁소 및 모든 기존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분리기 폐수를 하수관으로 

배출하기 위해 Sacramento Regional County Sanitation District (Regional San, 새크라멘토 지역 카운티 위생 지방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하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고/없는 드라이클리닝 폐기물 및 폐수가 어떤 것인지의 개요를 

서술합니다. 

배수관으로 배출하는 것 배수관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 

• 분리기 폐기물, 단 업체가 유해 폐기물 결정(22CCR 

66261.11)을 통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특성을 기술하고 

Regional San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웨트-클리닝 폐수  

• 세탁기/세탁소 폐수  

• 공기압축기 폐수 

• 보일러 배출수 

• 비-접촉 냉각수 

• 유해 폐기물 

• 진공 수집 폐수 

•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특성이 기술되지 않고 Regional 

San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분리기 폐수  

• 음식물 쓰레기 또는 폐수  

• 증류 잔재물/가축 분뇨 

• 톤실, 또는 유사한 여과 보조제  

• 보풀 

• 오일/윤활유 
 

 
바닥 배수관 

 

바닥 배수관은 화학물질 누출 및 유출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출 보호를 위한 옵션에는 배수관 주위에 코팅된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 잠재적 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출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 배수관을 마개로 씌어 막는 것, 

또는 화학물질을 바닥 배수관이 없는 자리에 저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분리기 폐수를 하수관에 배출하기 위한 승인을 받는 것에 관한 정보, 또는 다른 하수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916) 875-6470번 

또는 wscs@sacsewer.com으로 Regional San Wastewater Source Control Section (Regional San 폐수원 관리과)에 문의하십시오. 

 

폐기물이 규제를 받는 유해 폐기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916) 875-8550번 또는 emdinfo@saccounty.net으로 Sacramento 

County Environmental Management Department (새크라멘토 카운티 환경관리부), 환경 준법국에 문의하십시오.  

 

2019년에 개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