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 정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사고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Our�Message�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히 이 guide를 참고하셔서 사고 상황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플보험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복잡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보험을 우리 한인 고객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아이플의 “More & Better” 정신에 맞춰 좀 더 많이, 좀 더
좋게, 고객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보험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의 3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플은 현실에 안주하여 정체된 보험 Service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고 또한 좀 더 부담이 되지않는
보험금액과 사고시의 클레임 가이드등에 더 Focus를 맞춰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보험을 사용하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Team모두는 순수하고 젊지만, 저희 Team모두 경력과 경험,
그리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내의 어느 보험회사 못지않은

사고시 체크사항
•사고시 다친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응급차를 부른다.
•경찰에 전화하여 사고에 대한 사항을 report하고, 사고 현장은
그대로 남겨둔다.
•오는 차량들에게 사고에 대한 사항을 알린다. light이나
flare가 있다면 표시한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사고에 대한 실수 여부는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 운전자와 필요한 사항을 교환한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상대방 보험정보등을 교환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 적도록 한다.
•혹시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둔다.
•사고사항을 간단히 그려놓는다. 사진기가 있다면 사진으로도
사고현장을 찍어둔다.
•상대방 차량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이 있다면 꼭 찍어둔다.
•해당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 사항을 report한다.
사고에 대해 상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묻는말에만 대답하면 된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접수가 되면 claim 번호가 책정되고,
혹시 경찰이 왔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policy report 번호를 받아둔다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운전자 이름 :
 생년월일 :
 운전면호번호 :
 연락처 :
 주소 :
 보험회사 이름 :
 보험번호 (Policy 번호) :
 동차 Plate 번호 :
 차량정보(메이커, 모델이름, 차량 샥깔 등) :

증인정보
 증인이름 #1 :
 연락처 :
 주소 (If available) :
 증인이름 #2 :
 연락처 :
 주소 (If available) :

사고시 기록해야 할 사항

또한, 20여개 넘는 미국내의 우수한 보험회사들과 함게 일을하고
있으므로 좀 더 고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보험과 좀 더 저렴한
보험을 항상 Service하고 있습니다.

 사고자 이름 :
 사고 날짜와 시간 :
 사고가 발생된 장소 :
 사고시 도로상태 :
 사고시 날씨상황 :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좋게 저희 한인 고객분들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힘들지만 행복한 미국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사고시 내가 가려던 방향과 속도 :
 사고시 상대방 운전자가 가려던 방향과 속도 :
 경찰관의 이름과 관할 구역 연럭처 :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신뢰있게 한인분들의 고객 감동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경찰리포트번호 :
 사고가 어떻게 발생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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