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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lanning Session
The Council met on July 23, 2004
for their annual Strategic Planning
meeting. They reviewed the status of
their fiscal year 2004 goals and made
plans for fiscal year 2005. Current
Council goals involve fund solvency,
pollution prevention and communication. They reviewed updated financial
projections and determined that based
on the current level of revenue and
expenditures, adjustment of the revenue stream should not be necessary
for several years. The Council continues to monitor fund solvency on a
quarterly basis.
The Administrator will continue to
inspect approximately 10% of the insured sites annually and monitor the
progress the compliance programs are
making in implementing the Council’s
revised requirements. Direct mailings
and articles in association newsletters/
magazines will be used to publicize the
June 30, 2005 deadline for obtaining
budget approval to do intrusive testing
in order to be eligible for remedial
benefits and the June 30, 2006 claim
filing deadline.
Program Statistics
The following are key statistics the
Council reviewed at their July 23 Strategic Planning session:
• Fund balance is $6,193,441;
• 320 remedial claims have been re-

ceived to date; 30 are closed, with
$5,515,682 paid to date; estimated
remaining cleanup costs on the 290
open claims total $22,098,666.
• 233 facilities have received budget

approval for intrusive testing.
• Approved and outstanding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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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pproximately $3,000,000.
• 89.9% of the drycleaners use only

perc, 7.8% use only petroleum and
2.3% of the drycleaners use both
perc and petroleum.
• For calendar year 2003, 150,131

gallons of perc and 115,150 gallons of
petroleum solvent were subject to
the solvent tax.
Remedial Program Eligibility
D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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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 must complete

your intrusive testing and submit a
claim form along with the intrusive
testing lab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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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Compliance Programs
Reminder! All drycleaners who are
insured by the Fund must complete 4
hours of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during calendar year 2004 in order to
maintain their compliance certification.
Upcoming continuing education classes
are posted on the Fund’s website at
www.cleanupfund.org. Contact
your compliance program for specific
dates, times and locations. Failure to
obtain 4 CEUs during calendar year
2004 may result in cancellation of your

insurance coverage.
Ownership Changes
Don’t forget to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when a change of the
owner/operator occurs so we may
update our records and obtain any
necessary paperwork for your license,
insurance and/or claim.

세탁인들을 위한 뉴스레터
(Drycleaner Newsletter): 제2호
2004 년 9월
Strategic Planning Session (정기
기획 모임)
Council (세탁정화기금운영위원
회) 은 2004년 7월 23일 정기 기획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Council 은 2004년 회계년도 목표
를 검토하고 2005년 회계년도의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루어
진 내용은 Fund (세탁정화기금)
의 재정상태 (solvency), 공해 방지
(pollution prevention), 홍보
(communication) 등입니다. Council
은 최근에 수정된 재정추정안
(fiscal projection) 을 검토한 후, 현
재의 Fund 의 예산 (revenue) 과 지
출 (expenditure)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2-3년간은 예산 수입을 증
가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
였습니다. Council 은 Fund 의 재
정 상태를 매 분기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Fund운영인 (Administrator) 은 보
험에 가입된 세탁업소의 약 10%
를 방문하여 Compliance Program
(공해방지프로그램) 이 최근에
보완 수정된 Council 의 요구사항
을 시행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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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입니다. 뉴스레터와 잡지, 그
리고 우편물을 통하여 오염조사
사전 예산 승인일의 마감일이
2005년 6월 30일인 것과 Remedial
Benefit (정화 기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Claim 을 신청하는 마감일
이 2006년 6월30일이라는 것에 관
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Program Statistics (통계자료)
다음은 2003년 7월23 일에 있었던
정기 기획 모임에서의 주요 통계
자료 입니다.
• Fund 의 재정 잔고는 $6,193,441
입니다.
• 320개 업소가 Claim 을 하였으
며, 이 중 30 개 업소는 Claim 이
끝이 났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5,515,682 입니다. 나머
지 290 개 업소를 정화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22,098.666 입
니다.
• 233 개의 업소가 오염조사 사전
예산 승인 예산을 받았습니다.
• 승인된 미지출 금액은 약
$3,000,000 입니다.
• 세탁세제의 경우, 89.9%의 세탁
업소는 Perc 만을 사용하고 있으

며, 7.8% 의 업소는 석유세제
만을, 그리고 2.3%의 업소는
Perc 와 석유세제를 다 사용하
고 있습니다.
• 회계년도 세금 보고통계에 의
한 세탁세제 사용량을 보면
Perc 가150,131 gallon 이며 석유
세제는 115,150 gallon 입니다.
Remedial Program Eligibility
Deadlines (정화 기금 혜택 신
청 만기일)

Fund 로 부터 오염정화혜택을
받고자 하는 세탁업소는 다음의
만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05년 6월 30일 - 이 날짜 까
지 오염조사에 관한 예산 신
청을 해야합니다.
• 2006년 6월 30일 - 이 날짜 까
지 오염조사를 실시한 후에
Fund 로 오염조사의 결과와 함
께 Claim 을 해야합니다.

이 날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에는 Fund 로 부터 Remedial Program Benefit (오염정화혜택) 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운영인에게 연락하십시
오.

Compliance Program (공해 방지
프로그램)
Fund 보험에 가입한 모든 세탁 업
소는Compliance Certification (공해
방지프로그램 수료증) 의 발급/
유지을 위해서2004년에 4 시간의
Continuing Education Credit (CEU, 계
속교육시간) 을 꼭 이수해야 합
니다. 앞으로 있을 계속 교육
(Continuing Education) 의 명단이 웹
싸이트 (www.cleanupfund.org) 의
'Continuing Education" 란에 기재되
어 있습니다. Continuing Education
이 실시되는 날짜, 시간, 장소등
은 가입된 Compliance Program 로
문의하십시오. 4시간의 CEU 를
2004년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는 보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
다.
Ownership Changes (소유권 변동
사항)
세탁업소의 소유권 (owner) 이나
운영자 (operator) 에 관한 변동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정화기금
운영자에세 연락하여 면허
(license), 보험 (insurance), 정화기
금혜택신청 (claim) 에 관한 서류
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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