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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uncil Members
Mr. Sung Do Kang, owner/
operator of KS Cleaners in Algonquin,
IL and former own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Drycleaner
Institute (NDI) and Mr. Daniel Kim,
operator of Heritage Cleaners in
Hinsdale, IL, were appointed to the
Drycleaner Trust Fund Council by
Governor Quinn in May 2013. Mr.
Kang and Mr. Kim fill two (2) of the
four (4) positions on the Council reserved for owners/operators of
drycleaning facilities.

Operator Training for Perchloroethylene Drycleaners
Illinois EPA’s required January 1,
2014 operator training for perchloroethylene (perc) drycleaners was rolled
out on December 16, 2013. The
online course consists of approximately 45 slides and a brief quiz. The training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how best management practices can
reduce the potential for air emission,
spills and leak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imprope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at perc drycleaning
facilities. Public Act 097-1057, which
required this training, also requires
that a refresher course be taken every
four (4) years. Operators of hydrocarbon and green solvent drycleaning
facilities insured by the Fund must
also complete this course. The course
is hosted on the Fund’s website,
www.cleanupfund.org.

Report on Strategic Planning
Meeting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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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s August 21, 2013 Strategic Planning Meeting focused on Fund solvency. As previously reported, the
taxable gallons of solvents purchased
and the number of licensed drycleaning facilities continues to decline and
the Fund is facing a projected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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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 or solvent tax is a
feasible alternative to address the
projected deficit. The Council approved seeking legislation extending
the sunset date by 10 ½ years.
The Council made revisions to the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
eliminating the requirement that
drycleaners insured with the Fund
obtain four (4) CEUs annually. Instead, insured drycleaners must
complete the online Operator Training for Perchloroethylene Drycleaners course once every four (4) years.
Their facility must be inspected once
every four (4) years by their compliance program and may be inspected
once every four (4) years by the
Fund Administrator’s staff.

2014 Council Meeting
Tentative Schedule
March 12th
Wednesday
rd
April 23
Wednesday
th
Wednesday
June 18
August 27th
Wednesday
(Strategic Planning)
October 15th Wednesday
December 3rd Wednesday

2014

TACO Regulation Changes
The Illinois Pollution Control
Board adopted amendments to the
Tiered Approach to Correction
Action Objectives (TACO) effective July 15, 2013, concerning
methods for remediating environmental hazards. The amendment
adds indoor inhalation (e.g., seepage of vapors into a building from
chemicals in soil and groundwater)
as a potential exposure route for
pollutants. This indoor inhalation
pathway must now be evaluated at
all of the remaining 207 open remedial claims.
새로운 카운슬 위원
일리노이 주Algonquin에 위치한
KS Cleaners의 소유주이며 운영자
이신 강성도씨 (NDI전 회장)와 일
리노이 주Hinsdale 에 위치한
Heritage Cleaners의 운영자이신
김다니엘씨가 2013년 여름 일리노
이 주 지사Quinn씨에 의해 세탁정
화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강성도씨와 김다니엘
씨는 정화기금 위원회가 세탁소 소
유자/운영자의 몫으로 배정한 4명
의 위원 중 2명입니다.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소를 위한
교육
일리노이 주 환경청이 요구하는, 퍼
크를 사용하는 세탁소의2014년 1월
1일 세탁 기계 운전자 교육이 2013
년 12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온
라인 과정은 45장의 슬라이드와 간
단한 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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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누출, 환경오염, 그리고 위험한 폐
기물의 부적절한 관리를 줄이기 위
한 최상의 운영법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하는 Public Act 097-1057 는
또한 4년마다 한 번씩 재교육을 받
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화기
금에 보험을 들고 있는 세탁업소의
경우, perc세제는 물론 하이드로카본
과 그린솔벤트를 사용하는 세탁업소
의 운영자도 반드시 이 교육을 완료
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정화기
금 웹사이트, www.cleanupfund.org, 에

는 $14,700,000 달러의 재정적
자에 작면하게 됩니다. 현재의 경
제 상황을 기초로 하여 보면, 정
화기금위원회는 면허세나 솔벤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예상되는 재
정적자를 집고 넘어가는데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믿지 않
습니다. 정화기금 위원회는 기금
만료일을 10년 6 개월을 연기하
는 법률 제정을 구하는 것을 승인
하였습니다.
정화기금 위원회는 정화기금 보
험을 가진 세탁업소가 매년 4 학
점 (4 CEU)을 받아야되는 요구사
항을 제거하는 제3자 검사에 관

March 12th
April 23rd
June 18th
August 27th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Strategic Plan-

ning 정화기금 전략운영)
October 15th Wednesday
December 3rd Wednesday

TACO 규정 변경
일리노이 주 오염 규제 위원회는
20113년 7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
는Tiered Approach to Correction Action
Objectives (TACO)의 수정 조항을 채
택했는데, 이Tiered Approach to Cor-

인(online)으로 제공되는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소를 위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탁업

rection Action Objectives (TACO)는 환
경 유해물질의 정화방법에 관한 내
용입니다. 수정 조항은 오염물질의
잠재적인 노출경로로서 실내 대기
경로 (indoor inhalation pathway: 즉, 토
양이나 지하수에 있는 화학물질에
서 건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추

소는 매 4년마다 한번씩 그 세탁

가되었습니다. 현재 미해결 상태로

소의 3자 검사기관에 의해서 제 3

남아 있는 207개의 모든 오염청소
청구 업소는 이제 이 실내 대기 경
로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평가되어
야 합니다.

있습니다.

한 요구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정화기금 전략운영 회의에 대한
보고

그대신, 보험을 가진 세탁업소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온라

2013년 8월 21일에 열린 정화기금
전략운영 회의의 상당부분은 기금
지불능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전에 보고드린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탁 세제의 구매량과 면허
를 받는 세탁업소 숫자가 지속적으
로 줄고 있으며, 정화기금은 기금 만
료일인 2020년 1월1일까지 예상되

2014년 정화기금 위원회 회의
임시 일정

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정화기금 직원에 의해서 매 4년
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도 있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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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은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소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대기오염, 엎지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