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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Fund Update Seminars

The Administrator will be holding four
(4) Trust Fund update seminars around
the state in November. All seminars
will begin at 7:30 p.m. These seminars
will be on the following dates at the following locations:
Nov 9, 2005
Ramada Inn
6900 N Illinois
Fairview Heights, IL
Nov 10, 2005
Holiday Inn-Bloomington
8 Traders Circle
Normal, IL
Nov 15, 2005
Purple Hotel
4500 W Touhy Ave
Lincolnwood, IL
Nov 16, 2005
Holiday Inn–Naperville
1801 N. Naper Blvd
Naperville, IL

OCTOBER 2005
2) Please enclose a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when submitting
your DS-3 form to IDOR. This will
expedite the return of your certified
DS-3 copy from IDOR.
3) Send your certified DS-3 copy, a copy
of your solvent log for 2005 and a copy
of all your solvent invoice purchases
for 2005 with your renewal application
to the Fund. Following the above recommendations will minimize the timeframe for issuing your license.

Next Council Meeting

Reminder:

걸쳐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모

Failure to pay your 2006 license fee by
December 31, 2005 will result in a $5
per day late payment penalty that accrues
until the license fee is paid.

Remedial Program Eligibility &
Insurance Program Intrusive
Testing Deadline–Do Not Delay!

Please note these seminars will qualify
for one (1) continuing education unit
(CEU) for the compliance program CEU
requirements. The seminars will have a
question and answer period for the Administrator to address questions you may
have regarding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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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ing Issues

Program Statistics

Around the first of November, you will
be receiving your license renewal application, a blank DS-3 form and instructions for calculating your license fee for
calendar year 2006. To minimize the
licensing timeframe, please follow these
recommendations:
1) You must pay your license fee using a
certified or cashier’s check. A business
or personal check will not be accepted
by the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IDOR).

As of September 30, 2005, the Fund had:
* 1,350 licensed drycleaning facilities;
* 823 of these facilities had purchased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from the Fund;
* 505 open remedial claims;
* $34 million-projected cost to clean up
these 505 facilities;
* 282 facilities have received budget approval to conduct intrusive testing at
their facilities.
* The balance in Fund is $4.9 million.

The next Council meeting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Wednesday,
November 16, 2005 at the Holiday Inn
in Naperville, IL.

일리노이 세탁 정화 기금 세미나에
관하여
일리노이 세탁 정화 기금 (이하 정
화 기금) 에서 2005년 11월에 4회에
든 세미나는 저녁 7:30분에 시작합
니다. 세미나는 다음의 날짜와 장소
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Nov 9, 2005
Ramada Inn
6900 N Illinois
Fairview Heights, IL
Nov 10, 2005
Holiday Inn-Bloomington
8 Trader sCircle
Normal, IL
Nov 15, 2005
Purple Hotel
4500 W Touhy Ave
Lincolnwood, IL
Nov 16, 2005
Holiday Inn–Naperville
1801 N. Naper Blvd
Naperville, IL

위의 세미나에 참가하시는 세탁업
소는 공해 방지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에서 요구하는 4
시간의 계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
unit) 중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하여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질의와 답변 시간을 통하여 정화기
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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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1월초에 귀하는 귀하의 세탁
업소 2006년도 면허 갱신 서류 (license
renewal application)와 DS-3 Form, 그리고
면허세 계산 설명서 (instructions for
calculating the license fee) 를 받으실 것입
니다. 신속한 면허 발행을 위하여 다
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면허세는 꼭 cashier's check 이나 certified check 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일

3) 일리노이 세무국으로부터 돌려

정화기금으로 부터 정화 프로그램

받은 면허세 영수증 원본과 2005

혜택 (remedial program benefit) 을 받기

년 동안에 구입한 세제의 세제 구

를 원하거나 정화기금이 제공하는

입표 (solvent purchase log) 와 모든

보험 (Fund insurance coverage) 을 유지

세제 구입 영수증 (solvent purchase

하기를 원하는 세탁업소는 2006년6

invoices) 을 함께 정화기금으로 제

월30일까지 오염시추 조사를 실시

출하십시오. 위의 사항을 준수하

한 후 claim form 과 오염여부를 증명

는 것은 귀하의 세탁업소의 면허

하는 서류 (예: 오염시추 분석 결과

발행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

(lab result))를 정화기금으로 꼭 제출

록 하게 하여줍니다.

하여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주의 사항 (Reminder)

리노이 세무국 (Illinois Department of

2005년12월31일 까지 2006년도 면

Revenue) 은 personal check 이나 business

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check 은 받지 않습니다.

는 면허세 납부일까지 하루 $5씩

2) 영수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주소

의 벌금를 따로 내야합니다.

가 명시되어 있고 우표가 붙여진 반송
봉투를 일리노이 세무국에 면허세를

정화 프로그램과 정화기금 보험

납부할 때 함께 동봉하십시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오염시추 조사 만기

반송 봉투는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을

일(Remedial Program Eligibility &
Insurance Program Intrusive Test-

일리노이 세무국으로 부터 빨리 돌려
받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탁업소는 정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
다.

다음 운영위원회 모임 (Next Council Meeting)
다음에 있을 운영위원회 모임
(Council Meeting) 은 Naperville 에 있는
Holiday Inn 에서 2005년 11월16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ing Deadline) ---- 미루지 마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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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관하여 (License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