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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l Program Eligibility
Deadlines—Do Not Delay!
Drycleaners wishing to be eligible for
remedial program benefits from the
Fund must meet the following deadlines:
• June 30, 2005 – you must submit a
budget proposal to do intrusive testing at your facility to the Fund by this
date.
• June 30, 2006 –completion of your
intrusive testing and submittal of a
claim form along with lab results
documenting contamination to the
Fund by this date.
Failure to meet either of these 2
deadlines will result in your facility being ineligible for remedial program
benefits. Our records indicate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150 drycleaners potentially eligible for remedial program
benefits who have not contacted the
Fund.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at
1-800-765-4041.

Unlicensed Drycleaning Facilities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has
been working with the Council for the
past year in pursuing action against unlicensed drycleaners.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will be holding pre-filing
enforcement meetings with an initial
group of unlicensed drycleaners later
this month. Over 80 drycleaners have
been identified as operating without a
license.
The Fund is continuing to aggressively
work with the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to seek enforcement against
solvent distributors who are selling solvent to unlicensed drycleaners and not
collecting the solvent tax. Unlicensed
drycleaners reduce the amount of revenue the Fund receives which could result in increased fees to all licensed drycleaners . Please report to the Fund any
information you have on solvent distributors delivering solvent to unlicensed drycleaners or not collecting
solvent tax..

Compliance Programs
The Council, at their February 23,
2005 meeting, made the following
modifications/clarifications to the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
1. The criteria for seminars or courses
eligible for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such topics as spotting, machine
guarding, general business courses
(i.e., accounting, marketing, etc). All
courses must be approved in advance
by the Administrator to be eligible as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2. The compliance program site inspection must be completed no later than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last site
inspection or December 31, 2005.

Green Solvents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 has reviewed the drycleaning solvents currently used in the
industry and has determined that the
following two (2) solvents can be considered “green” solvents:
1. CO2
2. Propylene Glycol Ether DPnB
The Council approved these two (2)
solvents as being “green solvents” at
their February 23, 2005 meeting. IEPA
will continue to review new solvents to
determine if they should be classified as
“green solvents.”
Claim Reimbursements
Recently, the Fund became aware of
an environmental consultant who was

marketing his services by advertising
that he would reimburse the drycleaner owner for $1,000 of their site
investigation deductible if they selected his consulting firm to do the
site investigation. This type of
“discount” is considered fraudulent
and both the drycleaner and the environmental consultant would be subject to criminal action if they participated in such a “discount” program.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discounting.”

정화 혜택 만기일 - 미루지 마십시오.
정화 기금(Fund)으로 부터 정화 혜
택(Remedial Program Benefit)을 받고자
하는 세탁업소는 다음의 만기일들을
꼭 지켜야 합니다.
* 2005년6월30일: 이 날까지 오염시
추조사(Intrusive Testing)를 위한 사전
비용승인(budget proposal)을 정화기금
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06년 6월 30일: 이 날까지 오염시
추조사를 실시하고 Claim Form을오
염결과를 증명하는 분석결과(Lab
result)와 함께 정화기금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이 두가지중 하나만 만기일을 지키
지 못할 경우에도 정화기금으로 부
터 정화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
게 됩니다. 정화기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정화프로그램으로부터 혜
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업소중 약
150개의 업소가 아직 정화기금에 사
전비용승인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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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화기금 운영자 (Administrator) 사
무실 (1-800-761-40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해방지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2005년2월23일 운영위원회 모임
(Council Meeting)에서 공해방지프로그
램(Compliance Program) 에 관한 다음
의 사항을 조정하고 재확인하였습니

무면허세탁업소 (Unlicensed Drycleaning Facilities)

mental Protection Agency or IEPA)는 다

Office)은 그동안 일리노이주 내의 무

음의 세제를 Green Solvent 로 분류하

면허 세탁업소 단속에 관하여 정화

였습니다.

기금과 공조를 취해왔습니다. 검찰청

1. CO2
2. Propylene Glycol Ether DPnB

은 이번달 말에 최초의 몇몇 무면허
세탁업소와 예비신청 공청회 (prefiling meetings) 를 가졌습니다. 약 80
개의 세탁업소가 무면허 영업중인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화기금은 일리노이 세무서 (Illinois

1. 계속교육학점(Continuing Education

Department of Revenue)와 함께 무면

을 세탁업소와 관련된 스파팅
(Spotting), 기계안전점검, 일반비지니
스 (예를 들어 회계나 마케팅등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교육 학
점을 위한 모든 세미나등은 정화기금
운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
다.
2. Compliance Program 의 방문조사(Site
Inspection)는 마지막 방문시점에서 2
년이내나 2005년12월31일 까지 이루
어져야합니다.

일리노이 환경처(Illinois Environ-

일리노이 검찰청(Attorney General's

다.
Credit)을 위한 세미나나 과목의 기준

Green Solvents

허 세탁업소에게 세제(solvent)를 공
급하고 세제세금 (solvent tax)을 거두
어들이지 않는 세제 공급업자
(Solvent Distributor)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세탁업소는 정화기금의 재정을 감소
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세탁업소의
면허세 (license fee)를 증가시카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면허 세탁
업소에게 세제를 공급하거나 solvent
tax 를 징수하지 않는 세제 공급업자
들에 관한 정보등을 정화기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uncil 은 2005년2월23일 모임에서
이 두 세제를 Green Solvent 로 승인하
였습니다.. IEPA는 새로운 세제들이
Green Solvent로 분류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
다.
오염 조사 및 정화비용 보상 (Claim
Reimbursement)
최근 정화기금은 자기의 회사를 통
하여 오염조사를 할 경우에 $1,000의
오염조사 비용을 세탁업소에 돌려주
겠다는 것으로 광고를 하는 회사에
관한 보고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할인 (discount)" 행위는 위법이며, 이
러한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세탁업소와 컨설턴트 모두 형사적인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
법 "할인" 행위에 관한 문의는 정화
기금 운영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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