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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County Environmental Control 에서 
쿡 카운티 세탁인 30여 업소 티켓 발부

최근 쿡 카운티 환경국에서 많은 티켓을 발부 하고 있습니
다. 현제 약 30 업소가 적발된 걸로 파악 되었으며 이는 일
리노이 전채 새탁인의 약 3.5 퍼샌트로 상당히 많은 업소
가 적발 되었습니다. 현제 밝혀진 벌금의 액수는$300 에서 
$10,000 사이로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벌
금들의 원인은 EPA 로그작성 과 인스팩터들의 질문에 정
확한 답안을 하지 못한것 등 다양한 이유들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자세한 대처 방법 등 새부적인 내용은 새미나에 오
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미나 스케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거 공동구매
  

Strut/ Pants $34.50

Cape/Jacket  $34.50

Shirts $24.50
모든 행거는 박스당 500Piece
위의 가격에 세금 추가 합니다.

연락처 847-458-2000

환경 세미나 장소 및 일정 안내
장충동 식당

일시 : 2014년10월 3일 하오 8:00 금요일
9078 W. Golf Rd., 

Niles, IL 60714 
847- 768-5884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께는 2014년도 로그와 2015년
도 로그를 필요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PERC 을 사용하는 세탁인 
환경교육 받아야 한다

 
“일리노이스 주 법(HB4526)에  의거 퍽를 사용하는
모든 세탁인은 교육를 2013년12월31일 이전 완료 하여야 한다.”

최근 펀드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세탁인이 퍽 환경교육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료하지 않았다고 하였읍니다. 하여 NDI 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교육을 실시 합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며 NDI 에서 실시하
는 교육에서도 이수하실 수 있읍니다. 환경 교육 대상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 교육  대상 업소
     1. 퍽를 사용하는 일리노이주 의 모든 세탁소
 (기존에 교육 받지 않았던 업소 포함)
     2. 펀드 보험를 소지한 모든 세탁소 
 (하이드로 카본, 제넷스(GEN-X)등 기타 솔벤트)

그리고 이 교육은 펀드의 환경교육 패지와는 별개입니다. 많은 새탁인들이 혼
동하고 있으신대 이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IEPA 환경 교육 이수 방법은 
이번 환경 교육과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 www.cleanupfund.org, 교육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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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반기   IEPA 환경 교육 일정
새탁인들은 지난 20년동안 자발적으로 환경문제를 잘 대처 하여 그동안 나빳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  IEPA 가 요구하기 전부터 토질 정화 기금법 (펀드), 자발적인 로그작성, 폐기물 
관리, 드라이클리닝 머신 관리, 깔판 설치, 폐수 처리기 설치 등 많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실행하
였으며, 한편으로는 NDI를 비록한 한인 및 미국 협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회사들은 세탁인에
게 150여 차례 이상의 세미나 및 환경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세탁업계는 제 3자 검사 등을 통하
여 세탁인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8월 부터 펀드 환경 교육 폐지와 제3자 검사 규정이 바뀌어서 많은 세탁인들의 불편과 경
비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펀드 규정이 바뀌어진 것이지,   IEPA 법규가 바뀌어 졌거나 법규가 완화 되것이 아니고, 
교육 규정이 신설되여 환경법은 사실상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세탁인들은 환경법의 규제가 풀린것으로 이해하고 몇몇 세탁인들은 로그작성과 교육수료
를 소흘히 하였습니다.
많은 세탁인들은 요즘 환경법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쿡카운티 인스팩터에게 적발되어 티켓이나 
경고가 발부 된 사례가 저에게 접수 된 것만 3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지난해 2013년 6월 30일 이후 펀드 카운슬 멤버가 된 후 환경 교육과 뉴스레터를 중단
하여 바뀌어진 규정을 홍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세탁인들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저에게 지난해 2013년 10월 부터 교육을 부탁하였
으나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작금의 쿡 카운티와 시카고시의 티켓 및 경고 적발 사레를 접하면
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많은 세탁인들께서 참여 하셔서 정보를 모으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마십시오

장충동 식당
일시 : 2014년10월 3일 하오 8:00 금요일

9078 W. Golf Rd., 
Niles, IL 60714 
847- 768-5884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께는 2014년도 로그와 2015년도 로그를 필요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행거 공동 구매  실시
행어 공동 구매(광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 된 중국 행어 덤핑 판정으로 보복관세가 부과
된 여파로 인하여 새탁인들에게 꼭 필요한 행어 가격이 폭등하였습
니다. (당시 최고 자켓 바지 500피스 $69.50/box) 당시 새탁인들을 중
심으로 시작 된 행어 공동구매는 새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헌신
적인 노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새탁인들의 어
려운 경기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Strut/ Pants $34.50
Cape/Jacket  $34.50

Shirts $24.50
모든 행거는 박스당 500Piece
위의 가격에 세금 추가 합니다.

  연락처 847-458-2000

환경 세미나 장소 및 일정 안내

장충동 식당
일시 : 2014년10월 3일 하오 8:00 금요일

9078 W. Golf Rd., 
Niles, IL 60714 
847- 768-5884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께는 2014년도 로그와 
2015년도 로그를 필요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세미나는 무료, 저녁 식대 $15 의무사항 



2014 하반기   NDI 의 변화
세탁인들은 지난 2010 년 부터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불만이 쌓였었는데요, 이 
불만을 고려한것인지 펀드에서는 2013년 8월 펀드에서 요구하던 교육을 폐지하였습니다. 

펀드에서 요구하던 교육이 사라졌으므로 이에 따라 NDI 에서도 지난 20년동안 행하던 교육을 중단 했습니다. 
하지만 펀드 교육은 EPA 교육과 다릅니다. 하여 NDI 에서는 작년 12월에 2차레 PERC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교육이 없어져서 많이 편해졌지만 반대로 불편해진것도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정보, 그동안 수많은 모임을 통해서 새탁인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셨지만 교육 이란 이름
으로 불리던 단채 모임이 없어짐으로 정보의 전파가 느려졌읍니다. 

둘째로 쿡 카운티와 시카고 시 정부에서 발부하는 티켓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현제 NDI 가 파악한 바로는 약 30 업소정도가 벌금을 냈거나 법원 소환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
의 부탁드립니다. 이는 전채 세탁인의 약 3.5% 이며 하단에 티켓과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티켓의 파장은 적발된 업소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20년동안 정부와 쌓은 신
뢰감을 잃었으며, 물적 그리고 지적 손해 를 봤습니다. 하여 NDI 는 세탁인들을 위하여 교육을 재 실시 하겠
습니다. 또한 전보다 나은 정보의 전파를 위하여 그동안 뜸했던 뉴스레터도 재 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CANNED COPY OF TICKET SCANNED COPY OF PENALTIES 

행거 공동 구매  소식
2008 년부터 시작된 NDI 중심 행거 공동 구매는 NDI 맴
버들의 원가절감을 목표로 하고 시작되었으며 큰 성과
를 보고 있읍니다. 현제 NDI 가 수용 할 수 있는 컨태이
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만간 행어의 급
작스런 품절이 생길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저희 NDI 
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행어의 매물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품절될 수 있으니 미리 예
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