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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l Claim Statistics
June 30th was the filing deadline for remedial
claim benefits. The following is a status summary of remedial claims as of August 1st:
♦ Facilities requesting budget
approval for intrusive testing
871
♦ Facilities that completed Phase I Site
Assessment and treated as clean
(20)
♦ Facilities that completed Phase II
intrusive testing and were clean
(76)
♦ Facilities that lost eligibility-lapse in
insurance coverage or bankruptcy
(57)
♦ Facilities that failed to file a
claim – reason unknown
(26)
♦ Total Active and Inactive
Eligible Remedial Claims
692
♦ Closed

eligible claims -lapse in
insurance coverage, bankruptcy, etc.
♦ Closed eligible claims – received No
Further Remediation Letter
♦ Total Open Active and Inactive
Eligible Remedial Claims
♦ Open claims which have received draft
No Further Remediation Letter
Total Open Claims Needing
Further Testing/Remediation

(21)
(68)
603
(54)
549

Ninety (90) percent of all drycleaning facilities tested for soil and groundwater were found
to be contaminated by drycleaning solvents.
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s
Of the 603 open active and inactive remedial claims, 21 have been “grandfathered” from
the prioritization process because they were in
the remediation phase prior to April 1st. The
remaining 582 claims were ranked and their
ranking score was recently mailed to the claimant. Funding of the 21 grandfathered claims
consumed a majority of fiscal year 2007 revenues available for cleanups. The Council decided at their September 6, 2006 meeting to
change the prioritization regulations to allow
$800,000 annually for the next 3 fiscal years to
be used to fund claims that can obtain a No
Further Remediation letter without active
remediation and for a minimum additional cost.
Funding of this $800,000 will not be available
before January 2007.

Strategic Planning Meeting Update
The Council held their annual Strategic Planning meeting on September 6, 2006. The following are highlights of key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 Insurance

program testing requirements for
new facilities and facilities who let their coverage lapse − The Council determined that
new drycleaning facilities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insurance program must complete
a Phase I Site Assessment and make application for insurance coverage within 1 year of
beginning operations or else conduct Phase II
intrusive testing. Facilities allowing their
Fund issued insurance coverage to lapse have
1 year from the lapse date to re-apply for
coverage and agree to a facility inspection by
the Fund. Failure to re-apply within 1 year of
the lapse date will require intrusive testing of
the facility before coverage can be issued..

Solvency − Based on the projected
revenue stream (reflecting the new license
fees) and estimated claim payments (based on
eligible remedial claims filed as of June 30th),
the Fund will face a $1.3 million deficit as of
the program sunset date of January 1, 2020.
Several factors will impact whether future
adjustments to the license fees and solvent
taxes will be necessary. They are:
Future solvent usage
Number of claims requiring remediation
Number of licensed drycleaners
Average cost of remediation per claim
The Council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Fund’s solvency on a semi-annual basis.
♦ Claims Prioritization (see separate Prioritization article)
♦ The next scheduled Council meeting is
October 18, 2006 at the Holiday Inn in
Naperville.
♦ Fund

License Fee and Remedial Action Deductible Increases
The Council approved increasing the license
fees effective January 1, 2007. The minimum
license fee for a facility purchasing 0 to 50 gallons of perc will increase from $500 to $1,500.
The maximum license fee will be $5,000 for
facilities purchasing more than 250 gallons of
perc per year. The remedial action deductible

for remedial claims will increase from
$10,000 to $15,000 effective January 1,
2008 if the claimant has not submitted a
remedial action plan (RAP) to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y that
date.
"Important Reminder: Owners/operators
of drycleaning facilities insured with the
Fund must have four (4)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by December 31, 2006.
Please contact our office or your compliance program if you have questions."

오염복원 비용 신청 세탁업소통계
(Remedial Claim Statistics)
지난 2006년6월30일은 세탁 정화기금에
Claim(오염 복원 비용 신청 )을 하는 마감일
이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8월1일을 기준으
로 정화기금에Claim 을 한 세탁업소의 통계
자료 입니다.
♦ 오염시추조사 비용 신청업소

871

♦ 문서와 방문조사(Phase I ESA )만으로 처리
1

된 업소

(20)

♦ 오염시추조사 후 오염 미발견 업소

(76)

♦ 정화기금혜택 상실업소 –보험 미갱신이

나 파산등

(57)

♦ Claim을 하지 않은 업소 - 이유를 알수 없

슴

(26)

♦ Claim을 한 전체 업소

692

♦ Claim을 한 후 혜택 수혜 자격상실 업소 -

보험 미갱신이나 파산등

(21)

♦ Claim이 끝난 업소 – NFR Letter 를 받았슴
2

(68)
♦ 현재 Claim이진행중인 업소

603

♦ 임시(draft) NFR Letter 를 받은 업소

(54)

♦ Claim이 진행중이며 재정지원이 더 필요

한 전체 업소

549

Phase I ESA: 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1

2

NFR letter: No Further Remedi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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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시추조사를 한 90%의 세탁업소가 오염

♦ 새로운 세탁업소와 보험이 잠시 중단

오염복원에 소요되는 비용

이 되어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되었던 업소에 대한 오염조사 요구사

Council 은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정화기

오염복원비용 수혜 혜택 우선 순위
(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s)

항– 새로 영업을 시작한 세탁업소의

금의 재정상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claim이 진행중인 603개의 업소중

경우, 정화기금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 오염복원 우선순위 설정 (별도 첨부 자료)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탁소가 생

♦ 다음의 Council meeting (운영위원회 모임)

2006년4월1일 이전에 오염복원작업을 이미

긴지 1년 이내에 문서와 방문조사(Phase

은 2006년10월18일에 Naperville 로 예정되

진행중이었던 21개의 업소는 우선순위 설정

I ESA)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오염시추

어 있습니다.

(prioritization process)에 관계없이 비용승인을

조사를 해야합니다. 정화기금 보험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582 업소는 우선

가입이 되어있었으나 보험을 상실한

순위가 설정 되었으며 최근에 그 우선순위점

업소가 보험 상실후 1년내에 다시 보험

수 (ranking score)를 각각의 업소로 우편통보하

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화기금에서 실

였습니다. 2007년도 정화기금의 예산의 대부

시하는 현장 점검 (site inspection)을 통과

분은 비용승인이 소급 적용된 21개의 업소에

해야합니다. 보험 상실 후 1년 후에 보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Council

험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업소는 오염

(정화기금 운영위원회)은2006년 9월6일 현재

시추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만 보험

의 우선순위설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직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화기금 재정상황 – 새로운 면허세에

비용으로 일리노이 환경청 (Illinois Environ-

의한 예산(재정)과 2006년6월30일까지

mental Protection Agency)로 부터 NFR Letter를

오염복원비용 청구를 한 세탁업소에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업소를 위한 비용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결과, 정화기

으로 매년 $800,000 을 앞으로 3년간 책정할

금이 끝나는 2020년1월까지 약 백삼십

예정입니다. 이 비용은 2007년 1월 전에는 지

만불 ($1.3 million) 정도의 추가예산의

급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정기모임 최신정보(Strategic Planning
Meeting Update)
Council은 2006년9월6일 연례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이 모임에서 다루어진
주요 사항입니다:

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면허세와 솔밴
트 택스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솔밴트의 양
오염복원이 필요한 업소의 숫자
면허를 가진 세탁업소의 숫자

Council은 2007년1월1일부로 면허세 인상
을 승인하였습니다. 1년에 솔밴트 (세제)를
50 갤론 이하로 사용하여 최소의 면허세를
납부하는 업소는 면허세가 500불에서 1,500
불로 인상됩니다. 가장 높은 면허세는
$5,000 로 1년에 솔밴트를 250 갤론이상 사용
하는 업소에 해당됩니다. 2008년 1월1일까
지 일리노이 환경청에 오염복원계획서
(Remedial Action Plan)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는 오염복원비용 공제액(remedial action deductible) 이 $10,000 에서 $15,000 로 인상됩니
다.
주요공지 사항
정화기금에서 제공하는 공해책임보험에
가입한 모든 세탁업소는 2006년12월31일까
지 4 시간의 계속 교육 (4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저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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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복원 (active remediation) 없이 최소한의

면허세와 오염복원 비용 공제액 인상
(License Fee and Remedial Action Deductible Incre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