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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from Council’s Annual
Strategic Planning Meeting

The Council met on July 20, 2005, to
conduct Strategic Planning for the current fiscal year. The following are highlights of key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 Compliance program 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s – Approximately
47 drycleaners failed to obtain the necessary four CEUs for calendar year
2004. The Council approved a policy
to give these drycleaners a one-time
makeup opportunity. Any shortage of
CEU credits for 2004 must be made up
by November 1, 2005. In addition, the
facility is subject to an annual compliance program inspection beginning
January 1, 2006.
• Fund Solvency – Based on current
revenue streams and estimated claim
payments, the Fund will be in a deficit
position as of the program sunset date
of January 1, 2020. The Council deferred adjusting the license fees or solvent taxes until the exact number of
remedial claims is known, which will
be July 2006. The Administrator will
be conducting public meetings around
the state this fall to provide a Fund
update and solicit input into possible
adjustments to the solvent taxes and
license fees.
• Fund Transfers – SB661 mandated
approximately 20% of the existing
Fund balance be transferred to the
General Revenue Fund. Meetings with
government officials have resulted in
the commitment to transfer and then
immediately return the funds to the
Council. The Council will pursue legislation in the fall legislative veto session to remove the Fund permanently
from the Special Funds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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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of SB661.

• Prioritization – The Council is focus-

ing available dollars for fiscal year 2006
on completing site investigations so
that a comprehensive claims prioritization can be done in the summer of
2006. This will not prevent drycleaners from moving ahead with their remedial action plan design during FY06.
Drycleaners wishing to remediate their
facility will need Council authorization
to obtain funding .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for further information.

Remedial Program Elig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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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usive testing and submit
a claim form alo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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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tact the Administrator’s office at 800-765-4041.

Unlicensed Drycleaning
Facilities
In recent weeks,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filed several lawsuits against
unlicensed drycleaners, seeking to collect
the unpaid license fees and late payment
fees. Failure to pay will result in the drycleaning operations being shut down.
The Fund is currently contacting all drycleaning facilities that were licensed in
2004 but failed to renew their license for
2005.
Please report to the Fund the name and
address of any unlicensed drycleaner do-

ing drycleaning for the general public.
One individual drycleaner has reported
to the Fund eight unlicensed drycleaners, which has resulted in enforcement
action and/or collection of the licensing fees due the Fund. Remember,
payment into the Fund by all licensed
drycleaners creates an equal playing
field in the competitive drycleaning
market.

Strategic Planning Session (정기기획
모임) 최신 정보 보고
Council (세탁정화기금운영위원회) 은
2005년 7월 20일에 당회계년도에 대한
정기 기획 모임을 가지고 다음의 사항
을 논의하였습니다.

• Compliance program 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s (공해방지 프로그램 계속
교육 이수 요구사항) - 약 47개의 업
소가2004년에 필요한 4시간의
continuing education unit (CEU, 계속교육
시간) 을 이수하는 데 실패하였습니
다. Council은 이러한 세탁업소에게
한번의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
다. 이 세탁업소들은 부족한 만큼의
2004년도 CEU 시간을 2005년도 11월1
일까지 이수하여야합니다. 또한, 이
업소들은 2006년 부터 compliance program 에서 실시하는 site inspection (방문
조사) 를 매년 받아야합니다.

• Fund Solvency (정화기금재정현황) - 현
재의 revenue stream (수입현황)과 claim
payment (정화비용지출) 에 의하면, 정
화 기금은 기금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2020년1월1일에 재정부족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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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ization (총체적인 오염 비용 지

화기금 혜택업소의 숫자를 알수 있는

급 우선순위 설정)을 2006년 여름에

2006년7월때까지 license fee (면허세)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

solvent tax (세제세금)의 조정을 미루기

나, 이러한 결정은 2006년 회기년도

로 하였습니다. Administrator (정화기금

remedial action plan design(오염정화

운영자)는 이 번 가을에 license fee와

계획 설계) 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solvent tax 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

지장이 없습니다. 오염을 정화하고

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리노이주 각

자 하는 세탁업소는 Council로 부터

지역에서 공청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재정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 Fund Transfer (기금의 양도) - SB611 은
Fund balance (기금잔액)의 약 20%를

내용은 Administrator ( 기금운영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General Revenue Fund (일반예산)으로 양

정화 혜택 과 보험을 위한 오염시추

도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일

조사 만기일 - 미루지 마십시오.

리노이 주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
진 결과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양도되
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정화기금으로
돌려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Council은 이 번 가을에 있는 veto session 을
통하여 Special Funds Transfer requirements
(특별기금양도 요구조건) 에서 정화기
금을 영구히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 Prioritization (정화 비용 지급 우선순위

정화 기금으로 부터 Remedial Program
Benefit (정화 혜택)을 받고 또한 Fund
Insurance Coverage (정화기금 보험) 를
유지하고자하는 세탁업소는 2006년6
월30일까지 오염시추조사를 실시하
고 Claim Form을오염결과를 증명하는
분석결과(lab result)와 함께 정화기금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기일을 지키
지 못할 경우에는 정화기금으로 부

설정) - Council 은 현재의 기금재정을

터 정화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게

site investigation (오염시추조사)을 마루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dministra-

리하는데 집중하여 comprehensive claim

tor (기금 운영자) 사무실 (1-800-761-

40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Unlicensed Drycleaning Facility (무면허
세탁업소)
최근에 일리노이 검찰청은 미납의 면
허세와 벌금을 징수하고자 몇몇의 무면
허 세탁업소를 기소하였습니다. 미납의
면허세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는 세탁소가 문을 닫게됩니다. 정화기금
은 현재 2004년도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2005년도에는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세
탁업소를에게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습
니다.
무면허로 일반인에게 영업을 하고 있
는 세탁업소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한 세탁업소가
8개의 무면허 세탁업소를 정화기금에
고발하여 행정조치와 면허세 징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세탁업소가 면허세
등을 정화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경쟁
이 심한 세탁업계에서 모든 세탁업소가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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