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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Solvency
The Council reviewed updated financial projections at their August 30, 2012
Strategic Planning meeting. The taxable
gallons of solvent purchased have declined for each of the past eleven (11)
years. Assuming a limited decline in
taxable gallons in solvents, and a limited
reduction in licensed drycleaners, the
Fund is facing a projected $14 million
deficit by the January 1, 2020 sunset
date. Based on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the Council does not believe
that increasing either the license fees or
solvent taxes is a feasible alternative to
address the projected deficit.
The Council held discussions with
industry representative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sking the legislature to
extend the program’s sunset date in
order to maintain or potentially reduce
the current license fees and/or solvent
taxes and pay all eligible remedial
claims. It was the consensus of the industry group that the Council should
pursue this option. The Council is beginning discussions with the legislature
to discuss this topic.

2013 Council Meeting Tentative
Schedule
March 13th
April 24th
June 19th
August 28th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Strategic Planning)
October 16th Wednesday
December 4th Wednesday

Operator Training for
Perchloroethylene Drycleaners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 sponsored legislation
enacted by the Illinois legislature (Public

FEBRUARY 2013
Act 097-1057) which requires that all
operators of perchloroethylene (perc)
drycleaning machines be trained as of
January 1, 2014 and take a refresher
course every four (4) years.
The initial training course will focus
on understanding how best management
practices can reduce the potential for air
emissions, fills and leak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imprope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at perc
drycleaning facilities. The refresher
course would include information on
drycleaning solvents, technologies, and
alternatives that do not utilize perchloroethylene. The Fund is in the process
of working with the Illinois EPA in developing the training course. All operators of perc drycleaning machines will
be notified when the course is available,
which is anticipated to be in late summer of 2013.

Program Statistics
To date the Fund is pleased to report
that approximately 420 facilities have
received a No Further Remediation
(NFR) letter or draft NFR letter from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 230 claims remain open
in which cleanup is estimated to cost
$27 million. The Fund balance as of
December 31, 2012 is $3,017,000.

기금 지불 능력 (Fund Solvency)
정화기금 위원회 (Council)는
2012년 8월 30일의 정화기금 전략
운영회의에서 최근의 기금운영 예
상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세금을 부
과할 수 있는 세탁 세제의 구입량이
지난 11년간 매년 감소해 오고 있습
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탁
세제의 구입량과 또한 면허를 받는
세탁업소 숫자가 최소한으로 감소
한다고 가정할 때, 정화기금은 기금
만료일인 2020년 1월 1일까지
14,000,000 달러의 재정 적자를 직면
하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근
거로 하여, 정화기금 위원회
(Council)는 면허세나 또는 솔벤트
세금(solvent taxes)을 올리는 것은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다루는 적절
한 대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현재의 면허세와 솔벤트 세금
(solvent taxes)을 줄이거나 또는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정화기금 혜택
의 자격을 갖춘 모든 청구를 지불하

New Council Member

기 위하여 정화기금 위원회

Mr. Dae Kim, owner/operator of
Barrington Elegance Cleaner in Barrington, IL, was appointed by Governor
Quinn to serve on the Trust Fund
Council in November 2012. Mr. Kim
fills one (1) of the four (4) positions on
the Council reserved for owners/
operators of drycleaning facilities.

(Council)는 정화기금의 만기일 연
장을 주의회에 요구하는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세탁업계의 대표
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화기
금 위원회가 이 방안을 선택해야 된
다는 것은 세탁업계의 대표들의 공
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정화기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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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Council)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의회와 토론을 시작하고 있

합니다.
초기 훈련 과정은 퍼크를 사용

습니다.

하는 세탁업소에서 공기오염에

2013년 정화기금 위원회 (Council)

대한 가능성, 솔벤트 탱크 채우기

회의 임시 일정

와 솔벤트 누출, 환경오염과 유해

(2013 Council Meeting Tentative
Schedule)
March 13th
April 24th
June 19th
August 28th
October 16th
December 4th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Strategic Planning)
Wednesday
Wednesday

세탁기계 운전자 교육 (Operator
Training for Perchloroethylene
Drycleaners)

폐기물의 부적절한 취급을 어떻
게 감소시키는가를 이해하는 최
적 관리 방안 (best management
practices)에 촛점을 둘 것입니다.
재교육 과정은 퍼크를 사용하지
않는 세제, 기술, 대체방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세탁정

현재까지 약 420개의 세탁 업소
가 일리노이주 환경국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으로부터 No Further Remediation (NFR) letter나 또는 NFR letter
초안(draft)을 받았음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정화기금 혜택을 계속해서
받는 세탁업소가 230 업소가 남아
있으며, 이 업소들을 위한 오염복원
비용은 $27,000,000 달러로 예상됩
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정화
기금 잔고는 3,017,000 달러 입니다.

화기금은 일리노이주 환경국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과 함께 훈련과정

새로운 정화기금 위원회 위원 (New
Council Member)
Quinn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

일리노이주 환경국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은 일리노이주 의회가 제정한 법

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의Barrington에서 세탁소를 소

퍼크용 세탁기계를 운전하는 모

유하고 직접 운영하시는Mr. Dae

든 사람은 이 훈련 과정이 완성되

Kim을 정화기금 운영 위원회 위원

률(Public Act 097-1057)을 후원하였

면 통보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시

으로 2012년 11월에 임명하였습니

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퍼크용 세탁

기는 2013년 늦여름으로 추정하

다. Mr. Dae Kim 께서는 세탁소를

기계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2014년

고 있습니다.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분을 위

1월 1일 까지 훈련을 받으셔야 하며,

프로그램 통계 (Program Statistics)

해 배정된 4명의 위원 중의 한 명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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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4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