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연방 합의
신탁 자금

ZEV(무배출 차량 사업) 관련 투자안

엔진크기가 2 혹은 3 리터 합의금: 미 전국적으로 30억불 규모

향후 10년동안 20억불

법원은 2017 년 3 월 15 일 Wilmington Trust를 수탁자로 임명했습니다.
법원은 Trust Effective Date가 2017 년 10 월 2 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

주별, 푸에르토 리코, DC, 인디언 부족

사업 안은 “electrifyamerica.com” 에 제출할것. 와싱턴과
오래곤주는 합동으로 이미 제출하였음

2017년 4월/5월 에 자금혜택서를 신청 할 것.

인디언 부족

와싱턴주 환경부

신탁금액이 각각다름

일억천이백만 칠십만불 혜택가능
금액은 주에 등록된 관련 차량수에 근거함

캘리포니아주는 8억불 지급
다른 주는 총 12억불 지급

신탁금 관리인과 협의후 책정예정

제출한 사업안의 예를 들면:
•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를 공공장소, 작업장, 혹은
		 다주택가 인근에 설치
• 특허가 없는 일반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고속 충전장치 제공
• 특정 자동차제조사에 무관한 ZEV 사업안 알림

소비자 확신안
다양한 방법이있음

신탁자금 사용가능한 사업

2리터 디젤엔진

수혜자로 인증되면 완화 계획을 제출해야합니다. 기금을 요청하기 30 일 전까지.
기금은 새로운 디젤 엔진, 대체 연료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재충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압축 천연 가스, 프로판 또는 하이브리드) 또는 모든 전기 엔진.

8종 대형화물 트럭과
적재항구용 트럭

4종에서 7종 지역트럭

대형 화물수송 환승
용 기차 등
4종에서 8종 으로 학
교/통근/특정거리승객
운송 차량

승객/화물 수송정기연
락선과 예인선

공항에서 지상 장비보
조 사용 장비
경차량으로 ZEV
장착차는 필요자금
의 15% 지원

접안시설 선박 추진
용 엔진

폭스바겐사는 차량을 다시소환,
수리, 지금을 지불후 환수, 혹은
계약파기 등을예정:

• 2009-2015 Jetta
• 2009-2014 Jetta Sportwagen
• 2013-2015 Beetle
• 2013-2015 Beetle Convertible
• 2010-2015 Audi A3
• 2010-2015 Golf
• 2015 Golf Sportwagen
• 2012-2015 Passat

3리터 디젤엔진
폭스바겐사는 소환하거나 수리예
정임

• 2013 – 2015 Audi Q7
• 2014 – 2016 Audi A6, A7, A8, Q5
• 2013 – 2016 Porsche Cayenne
• 2013 – 2016 VW Touareg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면, 폭스바겐
사는 차량을 재구입하거나 사용계
약 파기예정임:

• 2009 - 2012 Volkswagen Touareg
• 2009 - 2012 Audi Q7 diesels

공항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혹은 카고
운반차량
DERA 에 해당하는
차량은 정해진 기준
금액 지원

자세한 정보 및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사이
트를 방문하십시오.
www.vwcourtsettlement.com/en/

연방 폭스바겐관련하여 주환경부에서 집행하고있는 사항에 자세히 알려면 bit.ly/vwsettlement 에 등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