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DI NEWS
National Drycleaners Institute

Address:
83 W. Schaumburg Rd.
Schaumburg, IL 60194 Email : Info@ndiedu.comFax : 847-890-6548

Tel : 847-791-9973
847-791-027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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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벌리 라이트포드 
주 상원 세탁인 목소리  

주 의회 반영 약속
지난 2월15일 킴벌리 라이트포드 주 상원 

과 NDI이사장과지역 사무실에서 미팅를 

가졌으며, 이자리에서 라이트 포드 주 상

원은 앞으로 세탁인 펀드에 어려운 사정

를 주의회에 반영 하여 주기로 약속 하였

읍니다.4면에서계속 

마이크 츄라이안 주 하원 

3개의 펀드법안 발의  
 세탁인의 펀드 법안 3개안을 발의한 마이
크 츄라이안 의원은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 퍽 사용금지법안이 우리 세탁인이 퍽
를 사용할수 있도록한 법안이 만드러 지도
록 적극 도와주셨으며,2011년에는 13년동
안 라이센스 피를 비지니스 책크와 페널티
를 현실화할수있독록 입법을 하여 주셨읍

니다. 4면에서계속 

Elaine Nekritz주 하원 

HR 0107 스폰서  
57지구 한인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구 

Elaine Nekritz 의원이 HB 0107을 코 스폰서 
를 하여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주 검찰은 펀드의 
카운슬과 윌리암스 회사에서 펀드 운영에 

대한 감사을 요구”하는 법안



Synopsis As Introduced
Directs the Auditor General to conduct a 

performance audit of the Drycleaner Envi-
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Council to 
ensure that Williams and Company Consult-
ing is administering the Council’s program-

matic responsibilitie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주 하원 펀드법 개정안 
법안 발의 날짜 2013년2월 26일
발의  주하원 : Michael W. Tryon 

 주하원 : Elaine Nekritz

HR 0107

법안의 주요내용 : 주 검찰은 펀드의 
카운슬과 윌리암스회사에서 
펀드 운영에 관한 감사요구

HB 3348

주 하원 펀드법 개정안 
법안 발의 날짜 2013년2월 26일
발의  주하원 : Michael W. Tryon 

법안의 주요내용 : 펀드 보험료 납부일 
넘긴 세탁소 10일후 취소를 30일로 연장

10% OFF
All Parts

NDI MEMBERS ONLY 
(Payments must be current & verified)

PARTS * SALES * SERVICE
1-800-542-2828

info@haigesmachinery.com

   J-Tech Machinery Co 
판매/설치/서비스/퍼및/설계 
Sales / installation / service / 
permit / design

기계 시공부터 완공까지
Machinery from construction to 
completion

샹코샤,포렌타,피버매랙 신규
Syangkosya, porenta, 
pibeomaeraek new

정 형갑 630) 939-9800

http://www.ilga.gov/legislation

   Synopsis As Introduced

Amends the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Act. Provides that if an 

insurer sends a second notice to an owner or 

operator demanding immediate payment of 

a past-due premium for insurance services 

provided pursuant to the Act, the demand for 

payment must offer a grace period of not less 

than 30 days during which the owner or 

operator shall be allowed to pay any premiums 

due. Provides that if payment is made 

during  that period, coverage under the

Act shall not be  terminated for non-payment 

by the insurer.   Effective immediately.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Act and rules adopted under that 

Act.
Environment Hearing Mar 14 2013 4:00PM 
Stratton Building Room 413 Springfield, IL



퍽판매

Quality Fluids 

(847) 451-1190

HB 3349

법안의 주요내용 : 펀드 특정 이유로     

    오염 조사 및 청소 혜택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 과테료 부과후 

오염 청소 및 조사 혜택 부여 

주 하원 펀드법 개정안 

법안 발의 날짜 2013년2월 26일

         발의  주하원 : Michael W. Tryon 

Synopsis As Introduced

Amends the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Act. Provides that, if the coverage of 

an owner or operator under the insurance account 

ceases for a reason other than the submittal of a 

claim on that  account or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or emergency action, then the 

owner or operator may reenroll in the program 

of coverage provided through the account

by paying an annual premium calculated 

using the same risk basis as on the date  that 

the owner or operator was last  covered 
under the account. 

Effective immediately.

HB 2302

Synopsis As Introduced

주 하원 펀드법 개정안 
법안 발의 날짜 2013년2월 25일

발의  주하원 : Rich Brauer

법안의 주요내용 : 그린 솔벤트는 
펀드 라이센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Cleaners Max LLC
◆ 판매/설치/서비스/퍼및/설계  
◆ 기계 시공부터 완공까지
◆ 각종 기계서비스 
◆ 샹코샤 셔스 머신
◆ 유니온, 제넷스
   (퍽, 하이드로 카본등)

◆ Union Drycleaning machine

    장 희순  

    847)312-8458

solvents. Provides that if the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Council has 

determin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atory Act that a product is a green 

solvent, then the Council shall not reconsider or 

Amends the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Act. Specifies that green solvents 

are not drycleaning solvents for the 

purposes of the Act. Deletes provisions that provided 

for the taxation and regulation of green solvents under 

the Act. Provides that on and after January 1, 2014 no 

annual licensure fee is required for a facility that uses 

exclusively green

● 퍽 신속 배달(당일 배달 가능)

● 퍽 구입시 NDI Member 는
    솔벤트 로고 작성 혜택

● 구입시 NDI 회원임을 알려야함

 9216  W Grand Ave 
Franklin Park , IL 60131

otherwise change that determination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atory Act. Makes 

other changes. Defines “green solvent”.



          

             Hazardous 
               waste 
             disposal 
             services

      http://www.stericycle.com

 (877) 978-7918
FAX: (219) 886-3519

행거 공동 구매
2013년도 2차 행거 공동 구매 실시

처음 NDI위원장을 중심으로 2008년도 부터 시작한 행거 

공동구매는 많은 세탁인의 자원봉사로 추진 하여 왔으며,  

2012년과 2013년2월에는 기계서비스 회사의 Cleaners Max

의 도움으로 편리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운반 까지 편리하

게 진행하였읍니다. 지난 공동 구매의 참여 세탁인은 2012 

년는 41업소

2013년39업소에서 참여 하셨읍니다. 

1차 공동구매에 참여 하시지 못하신 NDI멤버들께서는 2차

로 2013년4월초에 행거가 도착 예정되여 있읍니다. 참여 하

시기 바람니다. 단 수량이 한정되여있는 관계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람니다.

info@ndiedu.com 또는 847-791-9973, 847-791-7751          셔스 행거 

(18인치 14.5게이지 500PC) $21.00 

자캣 행거 (13게이지 500 PC) $31.00

  바지 행거 (14.5게이지 500 PC) $31.00
  위의 금액은 세금 과 배달 비용은 포함 되지 않았읍니다.

퍽 구입시 리베이트 제공
NDI는멤버들께 Quality  Fluids에서 퍽을 구입하시면 겔론당 $1.00씩 리

베이트을 NDI에서 제공 하기로 결정 하였읍니다.
Quality  Fluids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 하지 않읍니다. 

단 구입시 NDI에 연락 하신 멤버들에게만 
리베이트가 제공됨니다.

info@ndiedu.com 또는 847-791-9973

마이크 츠라이안 주 하원
1면에서 계속) 

마이크  츠라이안 하원은 부모님이 인디아나에서 세탁소하시
어 세탁인의 현실를 잘는 분으로서 그동안  일리노이스 주에
서 2010년 발의된 퍽 사용금지안에 세탁인의 목소리를 대변하
여 퍽 법안 금지안이 부결 되고  한편으로는 퍽 사용법안 적극 
도와 세탁인에게 꼭 필요한 퍽을 계속 하용할수 법안으로 만
들어 지는데 세탁인의 목소리가 주 의회에 전할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셨읍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세탁인이 13년동안 불편를 호소 했던 펀드 
라이센스 납부시 케시어 책크 대신 비지니스 책크 , 크래딪카
드 납부할수있도록 하였으며,  12월31일 이후 하루에 $5씩하던  
퍼널티를 30일 동안 면재와 이후 30일동안 은  하루$3로 세탁

인에 현실에 맞게 법안을 개정 하여 주셨읍니다. 

이번에는  HR 0107, HB 3348, HB 3349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 및 청소 혜택 취소 기간 연장(10일에서 30일), 2. 청소 및 
오염조사 중에 취소 된 경우  3. 펀드의 카운슬 및 윌리암스 회
사가 운영한 부분에 대한 주 검찰에서 감사 하도록하는 법안
을 발의 하였읍니다. 이 법안중 HR 0107 법안은  2013년3월14

일 하원 분과 위원회에 심의될 예정입니다. 

킴벌리 라이트 포드 주 상원 
1면에서 계속) 

 이날미팅에서는 라이트포드 주상원은 본인 지역구의 세탁인
의어려움과 펀드에대한 부담을 관심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날 
1. 보험 및 청소 혜택 취소 기간 연장, 2. 청소 및 오염조사 중
에 취소 된 경우 3. 펀드가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 간소화 4. 펀
드 운영비 절감 방안등을 연구하여 주의회에 반영 하여 주기

로 하였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