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I Environmental Forensic Investigations; 환경법 저촉 관계 조사업 -전  
연합)은 드라이크리닝 업자들에게 최염가 경비로 오염 지역을 청결하게 해준다. 
EFI사는  최초 전국 환경문제 상담회사로서 여러 전문가팀; 기술자, 지질학자, 과학자, 유명법률 상담변호사와 
고고학자들에게 위탁하여 드라이크리닝 사업의 재정적 활력을 회복시키도록 함으로써 수 차례  자산을 축적해왔다. 

 
 Confidential Insurance Archeologysm 

EFI 사의 환경 엔지니어는 CIA사로 하여금 수시로 정책감독 위치에서 
드라이크리닝 업자를 위하여 합법적 경비문제, 지역 오염검사, 
청결비용등을 지불하도록 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경비부담은 현재 
해당하거나 또는 그 전의 보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EFI사 팀은 
1980년대부터 오염문제에 지불 할 보험 책정 사항을 적용하여 개인 
드라이크리닝업자에게는 경비부담없는 2백만불 이상의 경비로 개별 지역 
조사를 시행해 왔다. 
EFI사는 오염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것을 위한 비용 부담에 협조할 수 있는 
다른 책임있는 대상들을 찾고 있으며, 때로는 200개 정도의 대상회사를 
끌어 들이고 있다. EFI사는 미 전국 100여 지역 이상 드라이크리닝 지역을 
실시해 온 경험이 있으며, 청구액 5억달러가  넘는 것에 성공적인 해결을 
해왔다(이 중  4천 4백만달러의 개인적 프로젝트도 포함). 
 
드라이 크리닝 사업에 위협이 발생하면, 드라이크리닝 업자들은 EFI 사의 

Customer Service Department (고개상담부서)에 연락하여 Clean up을 위한 보험 해결책을 찾는 확고한 업무 진행을 
시작하면 된다.  고객보호 대변부서의 책임자이며 전 IFI의 이사였던 Debbie Barnett 씨는 드라이 크리닝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한다. 
    
Environmental Claims Managementsm 
드라이크리닝 업자 들은 오염문제 치유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염문제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상담회사를 선택할 줄 아는 
전문가로 될 필요가 있다. Cleanup(청결)이란 그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염에 관련된 법적, 규정상 
보험문제, 사업상의 문제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협상하는데는 경험있는 환경의 변호나 공동협조가가 
요구된다. EFI사는 이런 경우의 업무관리를 하도록 
ECM sm (Environmental Claims Managements sm ) 를 
부른다. 
 
EFI사는 드라이 크리닝 업자들에게 사업자산으로써 
Liability Insurance Claims  
(책임질 수 있는 보험  청구)를 관리한다.  
그들 전문가 팀은 드라이크리닝 업자들이 건물의 법적 
보호를 포함한 오염 관련된 여러가지의 경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EFI사는 최소의 
경비로 지역을 검사하고, 청구서를 제출하고 오염을 
청결하는 일을 맡고, 보험배달물에서 지불금을 
기다린다. 드라이크리닝업자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환경관계 청구관리에 관한 
그들의 전문성때문에, EFI사는 
드라이크리닝업자등에게 환경문제 변호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Environmental Advocatesm for 
Drycleaners 
드라이크리닝업자의 환경옹호자 EFI사의 사장인 
Stephen Henshaw씨는 드라이크리닝업자들이 자기 
마을의 오염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을 할 경우 드라이크리닝업자들은 
환경보하자들과 같이 행동한다고 믿고 있다. 
환경오염이란 드라이크리닝 사업의 작업중에 불의의 
사고로 스며드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EFI사는 
그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회사, 지주, EPA와 또 
다른 규정에 따른 대리인, 은행, 그 지역의 보도기관에 
대하여 대변인 역할을 해 준다. 
 

Environmental Forensic  
Investigations Inc.sm   

하는 일 
• 보상범위를 찾을 수 있는 CIA (Confidential 

Insurance Archeologysm)사팀을 지휘한다 
• 환경조건을 말할 수 있는 규정된 대행법자와 
함께 업무진행을 한다 

• 보험청구를 제출한다 
• 첨가할 수 있는 책임대상을 식별한다 
• 지역검사(Phase I & II)를 지시한다 
• 제 삼자의 청구를 방어한다 
• 법정소송에 대한 전문적 증언을 대비한다 
• 보험해결을 협상한다 
• 환경오염을 제거한다 
• 드라이크리닝업자들의 책임범위를 
해결한다 

 

EFI사는 
드라이크리닝업자들에게 지역 
오염 평가로부터  오염 제거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특별한 봉사를 하고 있다. 
소규모로 장기간 일 해온 
드라이크리닝 업자들을 위하여 
EFI사는 환경문제들을 “C l e a n 
up”  Fund (청결기금)에 의한 
역사적 보험 해결 조항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드라이크리닝업자 긴급전화 
866-888-7911 (Toll Free) 
www.EnviroForens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