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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Solvency

The Council reviewed updated financial projections for the period of July 1,
2007 through the sunset date of the program, January 1, 2020 at their January
24, 2008 meeting. The taxable gallons of
solvent purchased has declined for each
of the past seven (7) years. Assuming no
further decline in taxable gallons of solvent, the Fund is facing a $1.9 million
deficit by the January 1, 2020 sunset
date. If the trend in taxable gallons of
solvent continues for the next three (3)
years, the projected Fund deficit exceeds
$4.1 million. The Council is proposing
the following adjustment to the license
fees, effective January 1, 2010, subject to
public comments and review by the Joint
Committee on Administrative Rules
(JCAR):
0-150 gallons of chlorine-based solvent
$2,300 license fee
>150-350 gallons of chlorine-based
solvent $2,800 license fee
>350 gallons of chlorine-based solvent
$3,300 license fee
The Council is tentatively planning to
hold public hearings on the proposed
license fee adjustments in September and
October 2008. All drycleaners will receive a mailing outlining the proposed
changes and the meeting locations, dates
and times in advance of the public
meetings.

Legislation
HB2170 is the Council’s requested
legislation to make modifications to the
Trust Fund Act to provide the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IDOR) greater
authority to take enforcement action
against solvent distributors who sell drycleaning solvent to unlicensed drycleaners. The legislation will seek to levy fines
against solvent distributors wh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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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r more deliveries to unlicensed
drycleaners. This would help to ensure
all active drycleaners are licensing their
facility with the Fund. The legislation
will be scheduled for a vote by the Illinois
House in the near future.

Green Solvents
The Fund receives numerous inquiries
from drycleaner operators and solvent
distributors as to what drycleaning solvents are recognized by the Fund as being
“green” solvents. Currently, the Council
has determined the following solvents are
classified as “green” solvents for licensing
and taxing purposes:
♦ Carbon dioxide (CO2)
♦ Green Earth cleaning solvent
♦ Propylene Glycol Ether DPnB –
currently marketed as Solvair
All other solvents are either classified
as chlorine-based (perc) or hydrocarbonbased solvents for licensing and taxing
purposes.

Program Statistics
Currently the Fund has 483 open remedial claims; approximately 200 facilities have received a No Further Remediation (NFR) letter or draft NFR letter
from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 683 sites are currently insured with the Fund program
and as of March 31, 2008, the Fund balance is $5,960,901. All remedial claims
have been prioritized and the Council
will be reviewing the prioritization rankings at the Strategic Planning Session to
release additional sites for funding.

Changes in NESHAP Air
Regulations
Effective July 28, 2008, all drycleaners
using perchloroethylene must inspect
the following drycleaning system components for vapor leaks at least monthly

using a PCE gas analyzer: 1) hose and
pipe connections, fittings, couplings
and valves; 2) door gaskets and seatings; 3) filter gaskets and seatings; 4)
pumps; 5) solvent tanks and containers; 6) water separators; 7) muck
cookers; 8) stills; 9) exhaust dampers;
10) diverter valves; and 11) all filter
housings.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tact your compliance program or
the Fund.
기금 지불능력
2008년 1월 24일 정화기금 위원회에
서는 2007년 7월 1일 부터 정화기금 만
료일인 2020년 1월 1일 까지의 기금의
재정에 대한 가장 새로운 예상치를 검
토하였습니다. 지난 7년간 세금을 부과
할 수있는 세탁세제의 구매량이 감소하
였습니다. 더 이상의 세탁세제의 구매
량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정화기금
은 정화기금 만료일인 2020년 1월 1일에
$1,900,000 ($1.9 million) 달러의 재정적
자를 맡게 됩니다. 만약 다음 3년간 세
탁세제의 구매량 감소가 같은 추세로
계속 된다면, 예상되는 적자폭은
$4,100,000 ($4.1 million)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정화기금 위원회에서는 2010년
1울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공청회와 행
정위원회 (JCAR)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
다.
♦

0 – 150 갈론의 chlorine-based 세제 :
$2,300의 면허세

♦

>150-350 갈론의 chlorine-based 세
제 : $2,800의 면허세

♦

>350갈론의

chlorine-based

$3,300의 면허세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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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에 대한 문의를 드라이클리닝을

정화를 위한 모든 비용 청구는 그 우선

대한 공청회를 2008년 9월과 10월에 열기

하고 있는 많은 세탁업소로 부터 받

순위가 매겨져 있으며, 정화기금 위원회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이크리

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기금 위원회

에서는 정화 비용을 지급하는 업소를

닝 세탁업소는 위에서 제시된 변동 사항

에서는 면허와 세금 부과에 관한 목

추가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기모임 (the

과 공청회 장소, 날짜와 시간에 대한 안

적을 위해 다음의 세탁세제를 청정세

Strategic Planning Session)에서 그 우선

내서를 미리 받게 됩니다.

제 (green solvents)로 규정하고 있습니

순위를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

NESHAP Air 법률의 개정

법률
HB2170은 정화기금 위원회에서 요청
한 법률개정안으로써, 이 법에 의하면 일
리노이 주세무국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1.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CO2)
2. 그린 어스 세탁세제 (Green Earth
cleaning solvent)
3. Propylene Glycol Ether DPnB –현재

서 면허가 없는 세탁업소에 세탁세제를

시중에는 Solvair로 판매되고 있습니

판매하는 세탁세제 공급업자에게 법적인

다.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세탁세제는 chlorine-

이 법률은 면허가 없는 세탁업소에 세탁

based (퍼크)나 하이드로카본 세제

세제를 판매하는 세탁세제 공급업자에게

(hydrocarbon-based solvents)에 대한

벌금과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허와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있는 모든 세탁업소가 정화기금으
로 부터 면허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
다. 이 법률은 빠를 시일내에 일리노이
주 하원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금 프로그램 통계
현재 정화기금에는 483개의 정화신청
(remedial claims)이 미해결로 있으며,
약 200 업소는 NFR 편지나 NFR 초본
을 일리노이 주환경국으로 부터 받았
고, 2008년 3월 31일 현재 683 업소가

청정 세제

정화기금 프로그램과 보험을 가지고

정화기금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어떤 세

있으며, 기금 잔고는 $5,960,901 달러

제를 청정세제 (green solvents)로 규정하

입니다.

2008년 7월 28일 부터, 퍼크를 사용하는
모든 세탁업소는 퍼크가스분석기를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드라이크리닝 기계
에 대한 가스 유출 여부룰 적어도 한달
에 한번씩 실시해야 합니다.
1). 호스와 파이프 등의 각종 연결부문.
2). 문짝 가스켓과 시팅 (seatings). 3). 필
터 가스켓과 시팅 (seatings). 4). 펌프.
5). 세제 보관 탱크와 용기. 6). 수분 분
리기. 7). Muck 쿠커 8). 증류기. 9). 배
기 댐퍼 (dampers). 10). 전환 밸브
(diverter valves). 11). 모든 필터 통 (all
filter housings). 이에 대한 저세한 문의
는 귀하의 제3자 검사업소 (compliance
program)나 정화기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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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기금 위원회에서는 면허세 조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