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2022 and 2023,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 Great Lakes, and Energy (EGLE)  will 
be transitioning from the Michigan Environmental 
Results Program (MERP) to a new system.

EGLE is modernizing how information for dry 
cleaners and other industries is handled through 
a new online system called MiEnviro Portal.

H O W  W I L L  T H I S  H E L P  Y O U ?
Using MiEnviro will help simplify how you do 
business with EGLE. Now you can quickly:

Pay your annual fee.
Permit a new dry cleaning machine.
Submit any required records.

For more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how to 
use the new MiEnviro Portal, visit:
Michigan.gov/MiEnviroAir

MiEnviro Portal
F O R  D R Y  C L E A N E R S

EGLE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sex, 
religion, age, national origin, color, marital status, disability, 
political beliefs, height, weight, genetic information, 
or sexual orient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any of its 
programs or activities, and prohibits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as required b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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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2023년에 미시간 환경, 오대호 및 
에너지부(EGLE)는 미시간 환경 결과 
프로그램(MERP)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EGLE는 MiEnviro Portal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드라이클리닝 사업자 및 기타 
산업용 정보 처리 방식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MiEnviro를 사용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MiEnviro를 사용하면 EGLE와 함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지불.

새로운 드라이클리닝 기계 허가.

모든 필수 서류 제출.

새로운 MiEnviro Portal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침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Michigan.gov/MiEnviroAir

EGLE는 프로그램 혹은 활동 관리에 있어 인종, 성별, 종교, 
나이, 국적, 피부색, 혼인 여부, 장애, 정치적 신념, 키, 체중, 
유전자 정보 또는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협박과 보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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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nviro
드라이클리닝 사업자 대상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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