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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l Program Eligibility
Deadline & Insurance
Program Intrusive Testing
Deadline – Do Not Delay!
Drycleaners wishing to be eligible
for remedial program benefits and/or
maintain their Fund insurance coverage must complete the initial intrusive testing and submit a claim form
along with the lab results documenting contamination to the Fund by
June 30, 2006. Failure to meet this
deadline will result in the facility being ineligible for remedial program
benefits and cancellation of the Fund
issued insurance coverage.

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s
The Council unanimously agreed
at the February 22, 2006 Council
meeting to begin the 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s effective April 1,
2006. The Council hopes to have all
currently eligible remedial claims
ranked by July, 2006. Currently the
Fund has 551 eligible remedial claims.
Beginning April 1st, the Fund will approve budgets for site investigations,
remedial action plan design and remedial corrective action but will not
fund these budgets until the initial
claims prioritization ranking is complete.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with questions about the
prioritization process.

Fund Solvency
The Council reviewed updated
financial projections at their February
22nd Council meeting. Based on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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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remedial claims, the Fund is
facing a $21.5 million deficit assuming the current revenue stream does
not change for the remaining life of
the Fund.

A separate mailing is being sent
detailing the proposed changes to
all licensed drycleaner owner/
operators.

At the April 7, 2006 Council
meeting, the Council voted to increase all license fees. Proposed license fees would range from $1,500
for a drycleaner using 0-50 gallons of
chlorine-based solvents to $5,000 for
any drycleaner using more than 250
gallons of chlorine solvent. In addition, the Council proposes increasing
the remedial program deductible for
eligible remedial action costs from
$10,000 to $30,000. The Council
elected not to adjust the solvent taxes
at this time.

Ninety (90) percent of all drycleaning facilities tested for soil and
groundwater were found to be contaminated by drycleaning solvents.
A review of the level of contamination found at the facilities has no
direct correlation to the amount of
solvent used at the facility nor the
age of the facility. The severity of
contamination appears to be 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practices in handling of solvents, waste
material and waste water generated
from the distillation process.

Program Statistics

The Council will be holding four
(4) public meetings around the state
to discuss the proposed modifications.
The meeting sites are as follows:
May 9

7:30-9:30 p.m.
Four Points by Sheraton
319 Fountains Pkwy
Fairview Heights, IL
May 10 7:30-9:30 p.m.
Double Tree Hotel
10 Brickyard Dr
Bloomington, IL
May 16 7:30-9:30 p.m.
The Purple Hotel
4500 W Touhy Ave
Lincolnwood, IL
May 17 7:30-9:30 p.m.
Holiday Inn -Naperville
1801 Naper Blvd
Naperville, IL

정화 프로그램 만기일 (Remedial Program Eligibility Deadline) &
보험 오염시추조사 만기일 (Insurance
Program Intrusive Testing Deadline)-미루지 마십시오.
정화 프로그램으로 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거나 정화 기금 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탁업소는 2006년6월30일까지 오염시
추조사를 실시한 후, Claim Form 과 오염
시추조사 분석결과(lab results)를 정화기
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만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정화프로그램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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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정화 기금 보험 또한 취소가 됩니

염정화비용 청구(remedial claim)가 있

다.

을 경우에 정화기금은 이천백오십만불

May 10

7:30-9:30 p.m.
Double Tree Hotel
10 Brickyard Dr
Bloomington, IL

May 16

7:30-9:30 p.m.
The Purple Hotel
4500 W Touhy Ave
Lincolnwood, IL
7:30-9:30 p.m.
Holiday Inn -Naperville
1801 Naper Blvd
Naperville, IL

($21.5 million)의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정화 프로그램 Claim 혜택의 우선순위 설
정 (Prioritization of Remedial Claim)
Council(운영위원회)은 2006년2월22일
모임에서2006년 4월1일부로 정화 프로그
램 Claim 의 혜택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처
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현
재의 모든 Claim 을 금년 7월까지는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로 계획중입니다. 현재의
Claim 은 551 개 입니다. 2006년4월1일부
터는 오염시추조사, 오염복원설계, 그리고
오염복원에 관한 비용을 승인 하더라도 위
에서 언급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완료 될때
까지 그 비용의 지급은 하지 않을 것입니

됩니다.
2006년4월6일 모임에서 Council 은
면허세(license fee)를 인상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인상된 면허세는 펄크
(chlorine based solvent) 의 경우, 매
년0-50 gallon 의 세제 사용할 경우의
$1,500 부터 매년 250 gallon 이상의
세제를 사용할 경우의 $5,000 까지입니
다. 또한 오염청소시 세탁업소가 부담
해야하는 공제액(deductible)을
$10,000 에서 $30,000 로 인상하였습
니다. 세제세금 (solvent tax)은 인상하
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May 17

각각의 세탁업소에 위의 변경사항에 관
한 내용이 우편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통계자료 (Program Statistics)
오염시추조사를 실시한 90%의 세탁업
소에서 세탁세제 오염이 발견되고 있습니

다.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ouncil 은 4회에 걸쳐 공청회를 열

다. 각 세탁업소에서 발견되는 오염의 정

기금 운영자 (Administrator) 에게 연락하

어 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도는 세탁업소에서 사용되는 세제의 양이

기 바랍니다.

합니다. 공청회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나 세탁업소의 연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같습니다.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탁업소

Council 은 정화기금의 재정 상태 예측
에 관한 검토를 2006년2월22일 모임에서
하였습니다. 현재의 정화 기금의 예산수입
(revenue stream) 에 의하면 705건의 오

에서 발견되는 오염의 심각성은 세제

May 9

7:30-9:30 p.m.
Four Points by Sheraton
319 Fountains Pkwy
Fairview Heights, IL

(solvent), 세제 증류 찌꺼기 (waste material), 세탁기계에서 발생하는 오염 된
물 (waste water) 등의 관리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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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기금 지불능력 (Fund Solv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