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교육구 4J
직원 및 자원 봉사자 개인 차량 보험 안내 (Staff & Volunteer Private Auto Insurance Information)
학부모님이 자원하여 학생들의 견학여행 수송을 수행할 때,
4J 교육구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운전자는 학부모 혹은 후견인이나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견학여행에 사용되는 개인 차량은 오레곤 주 최소 책임보험 - $25,000/$50,000 상당의 신체 상해 책임보험,
$50,000 상당의 무보험자 신체 상해 보험, $10,000 상당의 개인 보호 보험, 또한 $10,000 상당의 대물 손상 책임
보험- 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장 혹은 학교장이 지정한 자는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학부모와 기타
교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육구에서 이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히 주지 시켜야 한다.
• 학교 행사를 위해 차량편을 제공하는 자에게 연료나 금전적 환불을 하지 않는다.
• 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는 체중이 40파운드 미만인 경우, 승인된 아동 안전 의자를 필히 사용해야한다. 나이
1세 미만 이거나 체중 20 파운드 미만인 유아는 탑승시 차량의 뒷쪽 방향으로 얼굴이 향하도록 앉혀야 한다.
• 모든 탑승 어린이와 어른은 안전 띄를 착용해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위험관리과 (541-687-3335)로 연락하여야 한다.
• 교육구는 직원과 승인 된 자원 봉사자가 승인된 학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위해
초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초과 보험은 운전자의 개인 차량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상을 위한 보험이다.
본인은 상기 정보를 읽었고, 본인의 차량이 위에서 명기한 최소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인 차량보험이 본인과 정해진 장소로 수송하는 승객을 위한 주 보험임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아래의 보험 정보가 유효하고 현재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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