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Air Permitting Now Available for Dry Cleaning for Testing
SCAQMD is pleased to introduce a new online permit application system for businesses, now in testing.
Using our new online system, eligible applicants will be able to apply for and obtain, via email, a valid
Permit to Operate. The online application filing program is currently available for Dry Cleaning machines
for testing and we are currently seeking volunteers to participate in this exciting new program!
Benefits of the Online Application Filing Program:





The online application process should take around 30-40 minutes to complete and obtain a
Permit to Operate compared to the several weeks/months long conventional application filing
process.
An approved permit is sent directly via email for printing and safekeeping.
Online users that are responsible for multiple locations can manage them all through the
program.

Eligibility Requirements:





Currently the program is available for testing for dry cleaning machines only. Future
permitting modules are planned following the successful release of this initial module.
Applications that can demonstrate compliance with SCAQMD regulations online are eligible to
receive a permit directly via email. Applications that require additional review can still be
submitted online and an SCAQMD engineer will be assigned to complete the process.
Interested applicants should ensure that any outstanding fees or notices of violation be
addressed prior to initiating an online process.

Contact us to schedule an appointment to be one of the first to take advantage of this exciting new
program or to learn more!
onlinepermits@aqmd.gov; or,
William Thompson (909) 396-2398

드라이 클리닝 머신 온라인 퍼밋 신청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SCAQMD 에서 새롭게 개발한 온라인 퍼밋 신청 시스템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이제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기계 사용 퍼밋 (Permit to Operate)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퍼밋 신청 프로그램은 현재 드라이 클리닝 머신에 한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SCAQMD 에서는 시범운영에 참가해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볼 지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퍼밋 신청 프로그램 사용의 장점:



신청에서 발행까지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몇달까지 걸리던 기존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퍼밋을 받기까지 약 30 - 40 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퍼밋은 직접 프린트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 로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든 로케이션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현재 온라인 퍼밋 신청 프로그램은 드라이 클리닝 머신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머신을 시작으로 추후 다른 장비 또는 설비를 위한 온라인 퍼밋 신청 시스템 또한
소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SCAQMD 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메일로 바로 퍼밋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신청서 또한 온라인 퍼밋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바로
퍼밋을 받아볼 수 없고 추가 검토를 위해 서류가 엔지니어에게 배정되게 됩니다.



온라인 퍼밋 신청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 SCAQMD 에 미납된 fee 또는 미해결된 Notice of
Violation (NOV)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퍼밋 신청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보고 싶거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nlinepermits@aqmd.gov; 또는
William Thompson (909) 396-2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