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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Assembly Bill 998
입법안 998 이행안
(Non-Toxic Dry Cleaning Incentive Program)
(무공해 드라이 크리닝 장려 프로그램)
•

입법안 998은 무엇입니까?

입법안 998 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유해독성물 perchloroethylene (펄크) 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무해하며
스모그를 형성하지않는 대체물을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전환하려는 드라이 크리닝 업주에게 보조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무해하며 스모그를 형성하지않는 세탁기술 시범업소를 설립 제정하여 본보기 삼고자
합니다.

• 입법안 998의 요구항은 무었입니까?
입법안 998은, 주 대기자원관리국으로하여금 이 법안에 관련한 시행 세칙으로, 사용료 기금 (fee-funded) 지원금
제도와 시범업소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 대기자원관리국은 2004년 1월부터 펄크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통해
펄크를 구입하는 세탁업주로부터 펄크를 구입시 겔론당 3달러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걷을 방침입니다. 이 사용료는
2005년부터 매년 1 달러씩 올라 2013년에는 겔론당 12달러의 사용료를 적용하게되니다. 이번 법안에 의하여,
대부분의 거두어진 사용료는 현제 펄크사용중인 세탁기를, 무해하며 스모그를 형성하지않는 세탁기계로 교체하는
업주들게 1만 달러씩 지원금으로 쓰일것입니다. 나머지 거두어진 사용료는 새 기술세탁의 시범업소 설립, 선전에
쓰일것입니다. 시범업소 설립, 선전프로그램 응모업주는 총 설립비용의 50 퍼센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해하며 스모그를 형성하지않는 대체물을 사용하는 세탁 기술은 어떤것입니까?
대기자원관리국 직원들의 현제까지의 입수된 일차적 자료에의하여, 물세탁과 CO2 세탁기술 이라고 보고있읍니다.
최종결정은, 환경상의 건강위험평가소 (OEHHA), 주정부 수자원 관리국(SWRCB), 또 다른 연관 단체와의 자문후
확실히 결정될것입니다. 대기자원관리국에 의하여 결정된 세탁기술엔 세탁 효율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읍니다.

• 지원금은 언제 지급받을수 있읍니까?
대기자원관리국 직원들은 현제 지원금 지급자격 기준안을 구체화 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곧 몇 개월 안에 펄크
수입업체자들에게, 지난 1월 1일부터 드라이 크리닝 업주에게 판매한 펄크에대한 청구서를 보낼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원금은 이번 2004 년 가을정도에 지급가능 할것이라 보고있읍니다 (주 예산안에의해 결정).
대기자원관리국은 관계업주에게 사전 통보 할것입니다.

• 보조지원금과 시범업소를 설립 제정프로그램은 앞으로 무한정 계속 시행됩니까?
입법안에의하면, 보조지원금과 시범업소를 설립 제정프로그램은 앞으로 무한정 시행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기자원관리국 직원들은 시범업소 설립 제정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것이라 보고있읍니다. 그럴 경우,
더 많은 지원자금이 드라이 크리닝업소 단체에게 지급될것입니다.

•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website http://www.arb.ca.gov/toxics/dryclean/ab998.htm 을 찿거나, 또는 대중홍보 사무실 (916)3222990 로 전화해 주십시요. ARB 의 ADA 담당자에게 (916)323-4916로 연락하시면 본 서ð를 다른 판으로
받보실수 있읍니다. TTY/TDD/Speech-to-Speech 사용분들은 7-1-1 니 비이용하시기를 다.입법안 998, 또 다른 드
라이 크리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arb.ca.gov/listserv/dryclean/dryclean.htm 으로 가셔서 e-mail notification 에 하여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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