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RTF N EWSLET TER
COUNCIL MEMBERS:

John Polak, Chairman ▪ John Bredenkamp ▪ Augustine Chung
Andrew Chweh ▪ David Gibson ▪ Young B. Kim ▪ Jerome Lewicki

V OLUME 2, I SSUE 1

License Renewals
The 2004 annual license fees were due
December 31, 2003. License fees paid after
December 31st are subject to a $5 per day
late payment penalty. You can check our
website at www.cleanupfund.org the
first of each month for a listing of current
licensees.

Purchase of Back Insurance
Coverage

Over 130 drycleaners took advantage
of the legislative opportunity to purchase
back insurance coverage from the Fund in
order to be eligible for remedial benefits.
Approximately 950 drycleaners are estimated to be eligible for remedial program
cleanup benefits from the Fund.

Claim Statistics
Budget approval letters have been issued
at 550 sites. Over 300 drycleaners out of
these 550 sites have tested their facility for
drycleaning solvent contamination and filed
a claim with the Fund. Ninety three percent (93%) of the facilities that tested had
soil and/or groundwater contamination
that exceeded the limits set by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
Any facility wishing to receive remedial
benefits from the Fund must submit a
budget approval request to the Fund by
June 30, 2005, complete the intrusive testing, and file a claim by June 30, 2006.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at
800-765-4041 with questions.

Compliance Programs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Council are posted
on our website at
www.cleanupfund.org under the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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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Continuing Education”. Drycleaners attending a complete
Council meeting can earn one (1)
CEU for attending the meeting.
All Fund insured drycleaners must
have 4 CEUs by December 31,
2004.

Tentative Council Meeting Dates
The Council has tentatively set
June 16, July 22 (tentatively noted
as Strategic Planning Session),
September 2, October 14, November 18 and December 16 as
meeting dates for the remainder of
calendar year 2004. Please check
our website for meeting location,
agenda topics and the minutes of
the recent Council meetings.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800765-4041 if you would like to
receive a copy of the agenda via
mail.

Web Site Information
The Council maintains a web
site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Fund at
www.cleanupfund.org. Information included on the web site is
as follows:
• Brief overview about the Fund
and the Council.
• A listing of services a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 Current agendas and future
meeting dates.
• The most recent copi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Fund.
• Current financial information

• Blank applications for licensing

and insurance that can be
downloaded and printed.
• Links to other web sites with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drycleaning industry.
• A form to email us with questions.

세탁인들을 위한 뉴스레터
(Drycleaner Newsletter)
License Renewal (면허 갱신)
2004년도 면허세 (License Fee) 의
마감일이 2003년 12월 31일이었
습니다. 12월31일 마감일 이후
에 면허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에는 하루에 $5 씩의 벌금이 부
과됩니다. 매달초에 면허를 가
지고 있는 세탁업소의 명단이
세탁정화기금 (Fund) 의 웹싸이
트 (www.cleanupfund.org) 에
기재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Purchase of Back Insurance
Coverage (보험 소급 구매)
130 개 이상의 세탁 업소가 개
정된 정화 기금법을 통하여
Fund로 부터 정화 혜택 (remedial
benefit) 을 받고자 보험을 소급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약 950
개의 세탁업소가 Fund로 부터
정화 프로그램 혜택 (remedial
program benefit) 을 받을 수 있는
업소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DERTF N EWSLETTER

P AGE 2

오염조사 비용 승인서 (Budget Approval Letter) 가 약 550 개의 세탁업
소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들 550 개
업소중 약 300 개의 업소가 오염조
사를 실시하고 Fund에 정화 혜택 신
청 (즉 claim 을 하는 것) 을 하였습
니다.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약 93%
의 세탁업소에서 일리노이주 환경
처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Continuing Education" 란에 기재되
어 있습니다. Fund 운영위원회 정
기 모임 (Council Meeting) 에 참석

Council 은 웹싸이트

교육시간 (CEU) 을 인정해 드립니

(www.cleanupfund.org) 를 통하여

다. Fund 보험에 가입한 모든 세탁

Fund 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공

업소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 4
시간의 계속교육시간을 꼭 이수
하여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웹싸이트에서 제
공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
다.

Tentative Council Meeting

* Fund 와 Council 에 대한 개략 설명

Dates (Council Meeting 예정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정표)

Fund 로 부터 정화 혜택을 받으려는
업소는 오염조사에 관한 사전승인
신청을 2005년 6월 30일 까지 해야

Council 은 남은2004년도에 6월 16

정화혜택 신청을 2006년 6월 30일까
지 꼭 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문
의는 800-765-4041 로 하시기 바랍니
다.

Compliance Program (공해 방지
프로그램)
Fund 에 승인된 계속 교육
(Continuing Education) 의 명단이 웹싸
이트 (www.cleanupfund.org) 의

정보)

하시는 분들에게는 1 시간의 계속

Agency) 의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 및

하며, 오염조사 (Intrusive Testing) 와

Website Information (웹싸이트

일, 7월22일, 9월2일, 10월 14일, 11
월 14, 12월 16일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7월22일은 전략 기

*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주 질문되
는 문제들에 관한 설명
* 현재에 다루어지는 주제 내용과
미래의 모임 예정일
* 현재의 Fund 의 재정 상태

획 토론시간 (Strategic Planning Ses-

*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면허 및

sion) 을 가질 예정입니다. 웹싸이

보험 신청서

트를 방문하시어 Council 모임의
장소, 주제 내용 (agenda topics) 및
최근에 다루어진 내용등을 참조
하십시오. 주제 내용을 우편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800-

* 세탁업계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가진 다른 웹사이트 주소 (link)
* 질문 사항을 문의 할 수 있는 이
메일 (e-mail) 양식

765-404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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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Statistics (통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