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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f Drycleaning Machine
and Solvent from Facilities That Convert to a Drop/Dry Store
At their January 2007 Council meeting,
the Council adopted a new policy whereby
facilities wishing to become a drop or dry
store must have their drycleaning machine(s) removed and all solvent removed
by December 31st of each year or else the
facility will be subject to licensure as an
active drycleaning facility for the following
year. Example: A drycleaner converting his
active plant to a drop store in 2007 must
remove all machines and the drycleaning
solvent by December 31, 2007 or it will be
required to be licensed for 2008.
For facilities that closed in 2006 and in
the first part of 2007, the Council is requesting that all machines and solvent be
removed within 30 days of receiving this
newsletter. Drycleaners needing additional
time to meet this new policy requirement
should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at
800-765-4041.
Fund Solvency
The Council reviewed updated financial
projections for the period of July 1, 2006
through the sunset date of the program,
January 1, 2020 at their February 21, 2007
meeting. The taxable gallons of solvent
purchased has declined for each of the past
six (6) years. Council chairman John Polak
noted if this trend continues, the Council
will need to review the revenue stream
structure in the future. Two (2) options for
consideration include gradually moving the
license fee to a flat rate for all drycleaners
and reducing the solvent tax to minimize
the financial impact of reduced solvent
usage. Another alternative would be seeking a legislative change to create a tiered
cleanup benefit structure. Drycleaners
wishing to reduce cleanup benefits (or drycleaners not receiving cleanup benefits)
would pay a reduced license fee. Fund solvency will be discussed in greater detail at
the Council’s summer strategic planning

MARCH 2007
session which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the latter part of July.
Changes in the Fund’s Administrative Rules
On March 13, 2007, the Joint Committee on Administrative Rules (JCAR) approved the Council’s request to classify
Green Earth drycleaning solvent as a
“green” solvent. This means users of Green
Earth drycleaning solvent will pay a solvent
tax of $1.75 per gallon if the drycleaning
facility had previously used a chlorine or a
hydrocarbon-based solvent. For virgin facilities that have never had used chlorine or
hydrocarbon-based solvents, the tax would
be $.35 per gallon.
JCAR also approved a change in the
Council’s remedial claim prioritization
regulations whereby the Council has authority to release $800,000 in funds per
year for three (3) consecutive years to facilitate closing remedial claims that can get
a No Further Remediation (NFR) letter
from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 through the use of institutional controls with minimal funding. The
Administrator’s office estimates 150 to 200
facilities over the next three (3) years could
obtain a NFR letter with minimal additional funding to complete the risk assessment.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how this may impact funding of your claim,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at 800765-4041.
Legislation
The Council has requested the Illinois
legislature to make modifications to the
Trust Fund Act to provide the Illinois
Dept. of Revenue (IDOR) greater authority to take enforcement action against solvent distributors who sell drycleaning solvent to unlicensed drycleaners and also
action against unlicensed drycleaners who
are operating without a license. The proposed legislation will seek to levy fines
against solvent distributors who make one
or more deliveries to an unlicensed dry-

cleaner. This proposed legislation would
help to ensure all active drycleaners are
licensing their facility with the Fund.
The Council continues to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Illinois Attorney
General’s Office to take enforcement
action against unlicensed drycleaners
who fail to comply with the Trust Fund
Act’s licensing requirements. The Council monthly posts on their website,
www.cleanupfund.org a listing of all
licensed drycleaning facilities in the
state. Please check this list periodically
to see if your competitors are licensed. If
not, please contact our office immediately and we will, without divulging
your identity, contact the drycleaner and
work with them to come into compliance with the licensing requirements.
Drop/Dry Store 가 되기 위한 세탁기계와
솔벤트 (세제) 의 제거
2007년 1월 Council Meeting에서, Council
은 drop off store 가 되고자 하는 세탁업소
는 그 해 12월31일까지 세탁기계와 솔벤트
(세제)를 세탁소에서 제거하여야하며 그
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세탁
공장으로써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7
년에 세탁공장을 drop off store로 바꾸고자
하는 업소는 2007년 12월31일까지 모든 세
탁기계와 솔벤트(세제)를 세탁업소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08년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006년도와 2007년 초에 세탁공장에서
drop off store 로 바뀌어진 세탁소는 이 편
지를 받은 후 30일 내로 모든 세탁기계와
솔벤트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
운 규정을 따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세
탁업소는 기금운영자에게1-800-76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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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재정 현황 및 지불 능력 (Fund Solvency)
Council 은 2006년 7월1일부터 정화기금 만

기금 운영 규정 변화 (Changes in the
Fund’s Administrative Rules)
2007년3월13일에 운영 규정 합동위원회
(JCAR)는 Green Earth 솔벤트를 ’ g reen’솔

기일인 2020년1월1일까지의 재정상황예측

벤트로 규정한다는Council의 요청을 승인

(financial projection) 을 2007년2월21일 회의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Green Earth 솔벤

서 검토하였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솔벤트

트를 사용할 경우에 이전에 펄크(perc)나

의 사용량이 지난 6년간 계속 감소되고 있습

석유세제 (hydrocarbon) 솔벤트를 사용했던

니다. Council의장 John Polak 은 이러한 경향

업소는 갤런당 $1.75의 세금을 내야하며,

이 계속 될 경우 지금의 예산 수입 구조

이전에 이러한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 revenue stream structure) 에 대하여 향후에

업소는 갤런당 $0.35의 세금을 내게 됩니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

다.

에 두가지의 대안이 제시되었는 데 하나는

또한 JCAR는오염복원을 하지 않고 일

점차적으로 면허세를 모든 세탁소에 일률로

리노이주 환경국 (IEPA)으로 부터 No Fur-

적용하여 솔벤트 사용량 감소로 인한 세수의

ther Remediation (NFR) letter를 받을 수 있

감소에 따른 재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줄이자

는 업소에 앞으로 3년동안 매년 $800,000

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혜택을 받

씩을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기

는 등급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현재의

금 운영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약 150개에

정화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

서 200개의 업소가 추가로 NFR letter를 받

정안에 의하면 오염복원 비용 혜택 중 적은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선택하거나 (혹은 오염복원 혜택을

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기금운영자에게

받지 않고자 하는) 세탁업소는 더 적은 면허

1-800-765-4041 로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랍

세를 내게 됩니다. 기금 재정 현황은 2007년

니다.

7월로 예정된 하계 전략 모임 (summer strate-

법률계정 (Legislation)

gic planning session)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
입니다.

트를 공급하는 솔벤트 공급업자나 면허 없
이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업소에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화기금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안된 개정
안은 면허없는 세탁업소에 솔벤트를 공급
하는 솔벤트 공급업자에게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세탁업소가 정화기금을 통하여 면허를 받
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Council은 일리노이 법무부와 공조하여
면허없이 운영하는 세탁공장업소에 재제조
치를 계속할 것 입니다. Council은
www.cleanupfund.org에 일리노이 주에서 면
허가 있는 모든 세탁공장업소의 목록을 기
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쟁업소가 이 목
록에 기재되어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기
금으로 연락을 주시면 귀하의 신분을 밝히
지 않고 그 해당 업소를 연락하여 면허 규
정을 따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Council은 주의회에 일리노이 세무부
(IDOR)로 하여금 면허없는 세탁소에 솔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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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