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설명서 (License Renewal Instructions)
2017년 11월 1일
본사의 기록에 의하면 귀 업소의 면허(annual license)는 2017년 12월 31일이 만기일입니다. 세탁업소 면허는 일
반인 (general public)을 상대로 운영되는 세탁공장업소(active drycleaning facility)만이 필요합니다. 현재 귀하의 업
소가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되는 세탁공장업소가 아니거나 또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
되지 않는다면 동봉된 녹색 안내서를 보시고 안내서에 설명된 서류를 저희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봉
된 두 가지의 서류, 즉 DS-3 License Fee Payment Form 과 License Renewal Application은 귀하가 검토한 후 완
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조하시어 2018년도 면허를 갱신하십시오.
1)

귀하의 업소에서 2017년도에 구입하실 세제(drycleaning solvent)를 마지막으로 구입하신 후에 동봉된
DS-3 License Fee Payment Form을 기입하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12월 마지막 주에 세제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DS-3 License Fee Payment Form을 정확한 면허세(License Fee)와 함께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DS-3 License Payment Form과 면허세(License Fee Payment)는 일리노이 주 세무서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면허세를 2017년 12월 31
일까지 보내지 않으시면 벌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석유 세제(petroleum-based solvent)나 또는 한 가
지 이상의 세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렌지색 종이로 된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정확한 면허세를 산출하
십시오.

2)

DS-3 License Fee Payment Form을 면허세 (certified check, money order 또는 business check)와 귀하의
주소와 우표가 첨부된 반송용 봉투와 함께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PO Box 19018
Springfield, IL 62794-9018
Personal check는 받지 않습니다. (동봉된 면허 갱신 신청서(License Renewal Application)는 일리노이 주
세무서에 보내지 마시고, 다음의 4번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3)

일리노이 주 세무서는 여러분이 보내신 면허세를 받고 처리한 후, ‘녹색 스티커 (green sticker)’가 붙어
있는 DS-3 Form을 귀하에게 돌려 보낼 것입니다. 만약 credit card로 납부하시려고 하면, 귀하께서는
credit card로 납부했을 때 발급되는 영수증을 반드시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이 면허세 납부에
대한 증거이며, “녹색 스티커 (green sticker)”가 붙어 있는 DS-3 Form을 대신하게 됩니다. (일리노이 주
세무서에서 e-mail 로 보내주는 통보는 면허세 납부 영수증이 아닙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녹색 스티커 (green sticker)”가 붙어 있는 DS-3 Form이나 credit card 영수증을 받으신 후, 동봉한 면허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4)

다음의 모든 서류를 보내 주실 주소는: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of Illinois,

P.O.

Box 480, Bensenville, IL 60106:
* 면허 갱신 신청서(License Renewal Application)
* 모든 세제 공급업자(solvent suppliers)로부터 2017년에 구입한 모든 세제 구입 영수증 (solvent
purchase invoices)의 복사본
* 2017년도 세제 구입 기록표(solvent purchase log) (주의: 세제를 구입하지 않은 달에는 그 달 난에
“zero” 나 “none” 으로 기입하여 세제를 그 달에 구입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십시오)
* 2017년에 세탁업소로부터 제거된 유해폐기물의 모든 처리목록의 복사본 (분홍색 (pink)으로 된 안내서
참조)
* 녹색 스티커 (green sticker)가 붙어 있는 DS-3 License Fee Payment Form이나 혹은 credit card 영수증.
주의-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귀 업소의 2018년도 면허 갱신에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
약 귀 업소가 세탁정화기금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에서 제공하는 공해책임보험에 가입
하였다면, 귀 업소가 면허를 갱신 (renew)하고 유지 (maintain)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험이 취소되게 됩니다.
소유주 변동 (Ownership Change): 귀 업소의 소유주가 동봉된 면허 갱신 신청서에 기재 되어있는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세탁정화기금으로 곧 바로 연락하시면 면허 습득을 위해 필요한 추가분의 서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1-800-765-4041 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