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VRCKFIRST*

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
소비자 보호기금 청구서 작성 양식

CMVRC 청구서 작성 지침

귀하의 청구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서면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 (CMVRC)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정보가 없다는 
점과 그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청구서는 청색 또는 흑색 잉크로 타이핑하거나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하면, 본 청구서 양식에 별지를 첨부하고 그 별지에는 해당 질문의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청구서 양식 작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이메일로 작성하여 info@vehiclerecoveryfund.org 
로 보내십시오. 작성된 청구서를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지는 마십시오. 이메일로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요청 문서와 기타 청구서 증빙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크기가  8.5  x 11 인치인 
용지만 사용하십시오.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MVRC는 청구서가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또는 처리를 위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는 제출된 청구서가 승인되었거나 
승인될 예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서 사본 1부는 청구서에 명시된 해당 딜러/임대 소매업체에게 
제공됩니다.

갱신 요건. 청구 양식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 또는 갱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CMVRC에 
고지해야 합니다. 본 청구 양식 마지막 페이지의 파트 5를 참조하십시오.

청구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작성한 청구서를 송부할 때 이 지침서 페이지를 반드시 
동봉하십시오. 작성한 청구서는 청구 내용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
GILARDI & CO. LLC, CLAIMS ADMINISTRATOR

P.O. BOX 8060
SAN RAFAEL, CA 94912-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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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RCKSECOND*

청구서
고객 자동차 보상기금

아래 난에 깨끗이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연필이나 적색 잉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캐너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트 I

PERSONAL INFORMATION
이름 (FIRST NAME)  성 (LAST NAME)

주소

주소 (계속)

시 주 우편번호 

—

주간 전화번호 야간 전화번호

— — — —

이메일 주소

PERSONAL INFORMATION
제조업체 모델

차량 번호판 번호 차대 번호(VIN)

파트 II

DEALER WHO IS THE SUBJECT OF YOUR CLAIM
딜러의 상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귀하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딜러가 지금도 영업을 합니까?  Yes  No

설명:

 

 

 

 

 

 첨부?    Yes  No

다음 페이지 계속2



*CMVRCKTHIRD* CONTINUED ON NEXT PAGE3

청구서
고객 자동차 보상기금

파트 III

CLAIMANT INFORMATION

딜러의 부당행위 제출 서류

운전면허증이나 등록 수수료를 DMV에 전달하지 않
음

• 딜러와의 계약서 사본

위탁 판매의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위탁판매 계약서 사본
• 위탁 차량의 판매 증거 서류

보상판매 차량의 정산 잔액을 지급하지 않음
• 지불해야 할 금액이 표시된 청구 내역서 또는 대출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
• 딜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선의의 소유권 제공

• 딜러와의 계약서 사본 1부
• 청구 내역서, 또는 지불 대상 청구 금액 및 법적 소유자 또는 청구자가 

딜러 또는 임대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소유자 또는 기타 청구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

제 3자의 보험, 서비스 계약, 제품 또는 서비스 대금 
지불

• 딜러와의 계약서 사본 1부
• 청구 내역서, 또는 제3자가 딜러 또는 임대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있을 경우)에 대한 제3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

청구 금액 사건 일자

$ .
본 청구를 야기한 사건을 설명하십시오 M M D D Y Y Y Y

 

 

 

 

 첨부?  _____

귀하는  딜러와의 약정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소액청구 재판을 제기하는 등   Yes  No 
청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청구 금액

$ .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경우, 그 결과와 현재 상태를 설명하십시오:

 

 

 

 

  첨부?  _____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보상판매 잔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Yes  No

“예”라고 답변한 경우,  지급자, 금액, 일자를 기입하시고, 증빙 문서도 제출하십시오.

지급자 지급일

지급액  M M D D Y Y Y Y

$ .
지급자 지급일

지급액  M M D D Y Y Y 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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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고객 자동차 보상기금

파트 IV

제출하는 청구서 유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적격의 청구서 처리를 위해 CMVRC는 추가로

합리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청구내용이 딜러/임대 소매업체가 면허증이나 등록 수수료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경우에 제출할 서류:

• 딜러/임대 소매업체(Dealer/Lessor-Retailer )와의 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 “당신이 돈 또는 수수료와 관련한 다른 보수를 지불했다거나 수수료의 지불을 강요당했다는것과 수수료들이 송금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는 증거의 사본”

2. 청구 내용이 딜러/임대-소매업체가 위탁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경우에 제출할 서류:

• 위탁 계약서 사본
• 위탁 판매 차량을 표시하는 모든 서류

3. 청구 내용이 딜러/임대-소매업체가 보상판매 차량의 정산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경우에 제출할 서류:

• 지불해야 할 금액이 표시된 청구 내역서 또는 대출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
• 딜러/임대 소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4.  딜러/임대 소매업체가 선의의 소유권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공하십시오:

• 딜러와 임대 소매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 1부
• 청구 내역서, 또는 지불 대상 청구 금액 및 법적 소유자가 딜러 또는 임대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소유자(예: 은행 또는 금융회사 또는 기타 청구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

5.  딜러/임대 소매업체가 딜러를 통해 구매한 제3자의 보험, 서비스 계약, 제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공하십시오.:

• 딜러와 임대 소매업체 간의 합의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청구 내역서, 또는 제3자가 딜러 또는 임대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있을 경우)에 대한 제3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

파트 V

CMVRC의 정보 획득 승인

정보 갱신 및 CMVRC에 대한 정보 획득 권한 부여 의무

보험회사, 딜러, 딜러의 채권 또는 기타 모든 개인 또는 개체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을 비롯하여 귀하의 청구 양식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 및 갱신사항을 CMVRC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 또는 갱신사항을 CMVRC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CMVRC는 귀하의 청구를 거부할 있습니다. 귀하는 CMVRC에서 귀하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한 손실에 대해 귀하가 받은 모든 
금액의 한도까지 CMVRC에 상환함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CMVRC는 귀하의 청구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딜러/임대 소매업체, 차량관리국 (DMV), 금융 기관 등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CMVRC이 귀하 청구건의 지급 타당성 결정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청구건의 해당자인 딜러/임대 소매업체, 차량관리국, 임대인, 금융기관 및 기타 사람들이 CMVRC과 협력하고 
청구건의 지급 타당성 결정에 필요한 기록과 기타 정보를 CMVRC에게 공개하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파트 VI

승인된 기금의 공적 사용

승인 기금의 권한 있는 사용 및 기타 보상금 수령 시의 CMVRC에 대한 상환 동의

캘리포니아 자동차법의 섹션 12210은 CMVRC가 귀하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CMVRC는 지급액 회수를 위해 귀하가 딜러 (
또는 임대 소매업체)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와 구제책을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CMVRC로부터 
받은 금액을 딜러나 딜러의 보증금으로부터 다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귀하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딜러나 딜러의 약정 사항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 등 기타 청구권을 모색할 수는 있습니다. CMVRC가 귀하의 청구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할 경우, 귀하는 딜러나 딜러의 보증서로부터 대금 회수를 위한 CMVRC의 노력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전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 본 사항에 관한 추가 질문이 있으면 CMVRC로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보험회사, 딜러, 딜러의 채권 또는 기타 모든 개인 또는 개체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을 비롯하여 귀하의 청구 양식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 및 갱신사항을 CMVRC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 또는 갱신사항을 CMVRC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CMVRC는 귀하의 청구를 거부할 있습니다. 귀하는 CMVRC에서 귀하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한 
손실에 대해 귀하가 받은 모든 금액의 한도까지 CMVRC에 상환함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파트 VII

서명 및 일자

나는 캘리포니아주 위증처벌법에 따라 이 청구서의 내용과  
부속 서류가 사실이며 틀림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일자

서명    M M D D Y Y Y Y

작성한 청구서 제출처 주소:
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

GILARDI & CO. LLC, CLAIMS ADMINISTRATOR
P.O. BOX 8060

SAN RAFAEL, CA 94912-8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