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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s
Currently the Fund has 523 open, eligible
remedial claims that have been prioritized.
The Council released approximately
$3,000,000 in funding of prioritized claims
for fiscal 2008. This funding is in addition to
the $800,000 earmarked for additional site
investigation to obtain RBCA closure on
low risk sites.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with questions about the prioritization process.
Increase in Remedial Action
Deductible
Effective January 1, 2008, the remedial
action deductible on all remedial claims will
increase $5,000 (from $10,000 to $15,000)
unless you have a Focused Site Investigation
Report (FSIR) approved by the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EPA) and
have submitted to IEPA a Remedial Action
Plan (RAP) by January 1, 2008.
Strategic Planning Update
The Council conducted their annual strategic planning meeting on August 22nd. The
following are highlights of key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Fund Solvency – The Council reviewed
updated financial projections at their August
22nd Strategic Planning meeting. Based on
the current revenue stream and number of
remedial claims, the Fund is projected to be
in a breakeven financial position at the sunset date of the program. The Council discussed at length moving toward a flat rate
license fee over a 3 year period and reducing the solvent taxes by 50% over the same
period of time. No decision was made and
this topic will be discussed at a future Council meeting later this fall.
Compliance Program Audit – The Council
reviewed the updated audit results of the six
compliance programs, noting the deficiencies for three of the programs. The Council
gave the three compliance programs 30 days
to resolve the majority of their deficiencies
or else be de-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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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Prioritization – See separate article
regarding 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s.
Compliance Program De-certification
The Council de-certified the Enviro-clean
Compliance Program (administered by the
Korean American Drycleaner Association of
Chicagoland) at their September 21, 2007
Council meeting. Members of Enviro-clean
have until December 31, 2007 to enroll in
one of the five Council approved compliance programs.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with questions regarding joining a new compliance program.
Compliance Program CEUs and Site
Inspections
For all drycleaners insured by the Fund,
you must have 4 CEUs (at least 2 must be
“green”) completed by December 31, 2007.
In addition, you must have a compliance
program facility inspection in either calendar year 2006 or 2007. Please contact your
compliance program for a listing of CEU
seminars they will be offering before
December 31st.
Converting an Operating Plant to a
Drop Store
The Council has adopted new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ctive drycleaning plants
who wish to convert their plant to a “dropoff” or “dry” store. Facilities have until December 31st of each year to cease drycleaning operations at the facility. All drycleaning
solvent must be removed and the drycleaning machine(s) removed/disabled by January 31st. Failure to meet these requirements
and timeframes will require the facility to
be licensed for an additional year.
Perc Delivery
The Council has recently learned some solvent distributors have been delivering perc
without using a closed-loop, direct coupled
delivery system. Failure to receive solvent
via a closed-loop, direct coupled system
may result in cancellation of Fund issued
insurance coverage and loss of remedial
program benefits.

오염복원비용 지급 우선순위 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s)- 일리노이 세탁 정
화기금 (이하 정화기금)은 현재 미해결
상태로 있으며 오염복원비용 청구신청
을 할 수 있는 523 세탁소에 대해 그 비
용지급을 위한 우선순위를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화기금 운영위원회
(Council)에서는 지급 순위가 우선적으로
정해진 세탁업소의 오염복원비용 지급
에 대략 $3,000,000을 책정하여 2008 회
계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
니다. 이 금액은 환경오염 위험도가 낮
은 세탁업소를 RBCA를 통하여 처리하
기 위한 오염시추 조사등에 승인된
$800,000에 추가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정화
기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복원 공제 금액 인상: 일리노아주
환경국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IEPA)으로부터 오염조사보
고서 (Focused Site Investigation Report: 이하
FSIR)가 이미 승인되었고 2008년 1월 1일
까지 IEPA에 오염복원설계 (Remedial
Action Plan)(이하 RAP)를 제출하지 못한
세탁업소는 오염복원 비용에 대한 오염
복원 공제 금액이 2008년 1월 1일부로
$5,000 ($10,000에서 $15,000으로) 인상됩
니다.
전략 기획 동향 보고– 운영위원회는 8월
22일 연례 전략운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안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화기금 지불 능력 – 운영위원회는 8월
22일 회의에서 최근의 정화기금 재정상
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의 세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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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U 교육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과 오염복원 비용 예상치에 의하면, 정화

제3자 검사기관 (Compliance Program) 자

기금이 만료되는 시기에 수입과 지출이

격 취소 – 위원회는 9월 21일 운영회의

바랍니다.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원회

에서 제3자 검사기관 Compliance Program)

세탁공장을 Drop-off로 바꾸시는 일 – 운

는 현재 세탁업소에서 세제 사용량에 따

의 하나인 Enviro-clean (시카고 한인 세탁

영위원회에서는 현재 세탁공장을 하고

라 납부하는 여러 단계의 면허세(이하

인협회 운영)에 대한 제3자 검사기관

있는 업소를 Drop-off 나 또는 dry 업소로

License Fee)를 3년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쳐

(Compliance Program) 자격을 취소하였습

바꾸기를 원하시는 세탁업소에 대한 새

면허세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 고정시키는

니다. 따라서, Enviro-clean에 가입했던 세

로운 규정과 절차룰 채택하였습니다.

방법을 상의했으며, 세탁세제에 부과되는

탁업소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격

Drop-off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세탁업소

세금(solvent tax)을 같은 기간 동안의 조정

이 있는 다른 5개 제3자 검사기관

는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세탁업소

기간을 거쳐 50%를 인하시키는 방법에 대

(Compliance Program) 중의 하나에 등록하

에서 드라이크리닝 세탁 작업을 중단해

해서도 논의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셔야 합니다. 새로운 제3자 검사기관

야 합니다. 모든 드라이크리닝 세탁 세제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

(Compliance Program)에 등록하는 일에 관

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드라이크리

으며 이 문제는 금년 늦가을에 열리게 될

한 궁금한 사항은 정화기금 사무실로

닝 기계를 새해 1월 31일까지 세탁소에서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거하거나 폐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입니다.

제3자 검사기관 (Compliance Program) 평

이 규정과 시행 기한을 어기시면 새해의

제3자 검사기관 (Compliance Program) 감사 –

생교육학점(이하 CEUs)과 현장방문조사

운영위원회는 6개의 제3자 검사기관

(Site Inspection) – 정화기금의 보험에 가

합니다.

(Compliance Program)들의 최근 기록을 검토

입하고 있는 세탁업소들은 2007년도분

퍼크(이하 Perc) 배달 – 운영위원회는 최

하였는데, 그 중 3개 기관에서 부적격함이

4 CEUs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근 몇몇의 Perc 배달 업체가 closed-loop,

발견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3개 기관

받으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2 CEUs는

direct coupled delivery system을 사용하지 않

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지적돤 것을 시

반드시 ‘Green’이라고 인정된 CEU이어

고 Perc를 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

정하도록 30일의 기간을 주었으며, 그렇치

야 합니다. 또한, 2006년이나 2007년 중

니다. Closed-loop, direct coupled delivery

않을 경우에는 제3자 검사 기관(Compliance

적어도 한번은 세탁업소 제3자 현장방

system을 사용하여 Perc를 배달 받아야 하

Program) 자격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조사 (site inspection)를 반드시 받으셔

는 규정을 어기시면, 정화기금에 가입하

오염복원 비용 신청 우선 순위 – 별지의

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제3

고 계시는 보험이 상실되며 오염복원정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기관 (Compliance Program)에 연락

화 (Remedial Program Benefits) 프로그램의

하셔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된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크리닝 License를 새로히 받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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