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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
83 W. Schaumburg Rd.
Schaumburg, IL 60194

주 상원 SB 0849법안 주요 내용 
1. 솔벤트 택스 면제

2. 하이드로카본 또는 그린 솔벤트 사용하는 

         세탁소 펀드 라이센스 면제

3. 매년라이센 갱신 날짜  2014년7월1일로 변경 

4. 2014년7월1일부터 라이센스 피 아래와 같이 변경

        0 갤론에서 300갤론 $500

        300에서600 갤론 $1,000

        600갤론 이상 $2,000

5. 퍽 택스 $3.50 변경

6. 펀드 운영 책임을  펀드 운영 회사에서 IEPA(주 환경청) 옮긴다.

7.솔벤트 서프라이회사의 주 세무국등록 면제

8. 펀드 라이센스 없는 세탁소, 솔벤트 판매 가능

(자세한내용 뒷면 참조 참조)(자세한 내용 아래 웸사이드 주소 참조) 
http://www.ilga.gov/legislation

위의 내용은 법이 아닙니다. 법 개정안 입니다.혼동이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탁인의견 수렴
NDI 4회에 걸처 340업소 참여
재임스 크라이본 주상원 세탁

인 의견 적극 수용
SB0849 법안 대신 특별위원

회 구성 약속
특별위원회  

1.세탁인 의견 수렴장회 참석 의견 반영

2. 팩스, 이 메일 참여 

     팩스 번호 : 847-756-1184

     이메일 주소 : info@ndiedu.com

     편지 : NDI

             83 W. Schaumburg Rd.

           Schaunburg IL 60194 

     전화 : 847-791-7751

NDI 세탁인의견 전달
SB 0849,HR0107

NDI에서 두차례 세탁인 
의견를 전달 였읍니다.
세탁인에게 유리하고,

분리한점 꼭 의견 모아 전달 합시다.
세탁인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고, 

광법위한 논의할수있는 법안이 
되도록 최선를 다 합시다.

(별지 참조)



세탁인에 목소리를 전달 합시다.

세탁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일리노이스주 상원 James F. Clayborne, Jr.의원과 주하원 Mike Tryon의원께

서 세탁인이 지난15년동안 펀드에 불합리한 의견를 수렴하여 아래의 법안을 발의

하였읍니다. 이에 NDI에서는 세탁인의 의견을 4차례 의견 수렴를 거처 집약된내용

을 주의회에 전달하였읍니다.

현제 SB0849법안은 세탁인의견중 

“청소가 필요하지 않은업소에는 개정 법안이 대단히 유리하고 

청소가 필요한 업소는 불리 할수있는 개정 법안 내용이 들어 있어있읍니다.”

NDI에서는 이법안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세탁인의 의견를 2차례 미팅에서  

James F. Clayborne, Jr.상원게 전달하여 금년에는 법안을 처리하지않고 

세탁인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고, 광법위한 논의할수있도록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는 법안를

이번 회계년도에 만들것를 약속 하였읍니다. 

부디 세탁인의 권익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주 상원 SB 0849법안 주요 내용 
1. 솔벤트 택스 면제

2. 하이드로카본 또는 그린 솔벤트 사용하는 

         세탁소 펀드 라이센스 면제

3. 매년라이센 갱신 날짜  2014년7월1일로 변경 

4. 2014년7월1일부터 라이센스 피 아래와 같이 변경

        0 갤론에서 300갤론 $500

        300에서600 갤론 $1,000

        600갤론 이상 $2,000

5. 퍽 택스 $3.50 변경

6. 펀드 운영 책임을  펀드 운영 회사에서 IEPA(주 환경청) 옮긴다.

7.솔벤트 서프라이회사의 주 세무국등록 면제

8. 펀드 라이센스 없는 세탁소 솔벤트 판매 가능

주 하원 HR 0107 법안 주요 내용 
1. 펀드가 14년동안의 펀드기금 및 사용 내력 회계감사 요구하는 법안

2. 세탁인이 납부한 펀드 기금액,   

3. 펀드 지출내력, 운영비,청소비용, NFR비용, IEPA. IDOR비용  

(자세한 내용 아래 웸사이드 주소 참조) http://www.ilga.gov/legislation

위의 내용은 법이 아닙니다. 법 개정안 입니다.혼동이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의견 수렴 방법 별지 참조



행거 공동 구매
제2013년도 2차 행거 공동 구매 실시

처음 NDI위원장을 중심으로 2008년도 부터 시작한 
행거 공동구매는 많은 세탁인의 자원봉사로 
추진 하여 왔으며,  2012년과 2013년2월에는 
기계서비스 회사인 Cleaners Max의 도움으로 

편리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운반 까지 편리하게 진행하였읍니다. 현재 NDI에서
는 더 좋은 품질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고자 

많은 노력 중에 있읍니다.
지난 공동 구매의 참여 세탁인은 2012 년는 41업소

2013년39업소에서 참여 하셨읍니다. 

공지 사항
2차 4월중순 도착 예정인 공동구매 행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5월하순으로  행거 도착이 

연기 되였읍을 알려드립니다. 

퍽 구입시 리베이트 제공
NDI는멤버들께 Quality  Fluids에서 퍽을 구입하시면 
겔론당 $1.00씩 리베이트을 NDI에서 제공 하기로 

결정 하였읍니다.
Quality  Fluids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 하지 않읍니다. 

단 구입시 NDI에 연락 하신 멤버들에게만 
리베이트가 제공됩니다.

info@ndiedu.com 또는 847-791-9973

세탁인의 어재, 오늘, 내일
 몇 년 전 아이폰 시장이 출시되기 전 애플이 개발한 전화 시

장에 지금의 전화 시장을 이야기 했다면 다 못 믿었을 것이다. 

놀랍게도 요즘 세탁업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세탁업계에 3년 전 퍽 사용 금지 법안을 NDI와 세탁인이 

퍽 을 사용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 것이란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2011년토질정화기금법 개정 13년 동안 가게 수표를받아  

   달라재고 부탁 했으나거절되었었다. NDI와 세탁인이 해결했다.

세 번째 금년도 펀드에 회계 감사 요구 법안과 펀드 보험 납부일 넘

긴 세탁소 취소 기간 10일후에서 30일로 연장,펀드 운영권 IEPA

이양등 (13년 동안 세탁인이 요구) 법안를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네 번째 개스와 전기회사에서 스팀 츄랩과 전기 파트 무료,

     일부 보조 지급하여 세탁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다섯 번째 크래딪 카드를 받는 업소 수수료가 큰 폭 인하하여 

     NDI에서조사 및 실험 중에 있읍니다.

 이위의 일들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탁인의 정보 교환

과 우리의 목소리 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세탁인의 어재, 오늘, 그리고 내일은?

세탁인의 원가 절감을 위하여 
NDI에서 크래딪회사 추천 

NDI에서는불경기에 세탁인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프로그램를 시행중인 회사을 멤버들에게 유나이트 

멀천 서비스사(UMS)와 Retriever 크래딪카드 서

비스 회사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여 서로 비교 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회사를 선택하기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를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연락처 : Retriever 847)458-2000

유나이티드 멀천 서비스(UMS) 847)833-5135

Credit card processing
프라세싱피 0.5%래잇과 5센스의 프랜스액션피 그리고 스테이트먼트피를 제공하면서 카드터미날을 48개월간 

월 $49.99의 리스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2013년4월30일에 마감합니다.

이번 프로모션 후의 카드 프라세싱 피등 모든 조건은 추후 발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47-458-2000연락 바랍니다. 

단American Express Card는 프라세싱피 0.5%래잇 적용되지 않습니다.

Ex. $5000 (monthly processing) x 0.05% = $25 
+ 200 (swipes) x 0.05= $10

+ $7 (monthly fee)
+ $49.99 terminal fee

=              $91.99 (TOTAL statement fee)2013년4월30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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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ela Althoff주 상원
Michael Tryon  주 하원   

지난5월1일 주 상원 본회의장에서 법안 협의후 촬영 (HB3349
법안 과 HR0107)좌로부터 강 성도 NDI이사장 Pamela Althoff 

주상원,Michael Tryon 주 하원 4면에서계속 

James F. Clyborne Jr. 주 상원
NDI두 차례미팅 세탁인 의견 수용
지난4월23일 SB0849법안에 대한 세탁인과 NDI멤버의 

입장을 전하고 법안에대한 협의후 촬영 좌로부터East St. 
Louis지역전 센루이스 세탁협회장 이정, James F. Clay-

borne Jr 주 상원 강성도 NDI 이사장 4면에서계속  

주 하원 펀드법 개정안 발의 
HR 0107
HB 3348
HB3349
HB 2302

일리노이스주 하원에서 2013년도회계년도에서 펀
드법를 바꾸기하기 위하여 법안이 발의 되었읍니다. 

이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1.하원 분과 위원회 및 하원 본회의 통과

2.상원 분과위원회 및 상원 본회의 통과

3. 통과된 법안은 주지사 서명의로 발효 

위의 절차를 거처서 법안이 바꾸어 짐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2,3면 참조

2013년 2차 행거 공동 구매

퍽 구입시 리베이트 제공
공동 구매의 자세한  내용은 4면 참조

NDI
83 W. Schaumburg Rd.
Schaumburg, IL 60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