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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
상식

자녀를 부모의 자동차 보험에 넣지 않아도 한번은 커버를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비교해보며 알아봅시다!

부모와 함께 살며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만약 자동차 소유 증명이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통상적으로 자녀는 따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하
지만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이런경우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자녀가 따로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면 부모의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빼야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집에 동거를 하므로 자연히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집에 살고 대학을 다니며 부모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자녀가 동거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부모의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 반드시 자녀의 이름을 본인의 자
동차 보험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미엄을 더 지불해야 하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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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You
Live Your Life.

자녀가 타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일년에 2주정도 집에 오고 부모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런 경우 부모의 보험에 자녀의 이름을 넣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부터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방학때 부모의 차를 운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away student discount라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way student discount란 만 25세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집과 학교의 거리가 최소 100마일 이
상 차이나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할인 옵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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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학생을 위한 자동차 보험사의 할인 플랜으로는Good student discount가 있습니다.
Good student discount란 만16~25세 Full time student를 대상으로 성적이 B학점(즉3.0)이상인 학생에게 제공하는 할인
옵션입니다.

무보험 자녀의
교통사고 사례
운전면허를 받자마자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4중 추돌 사고를 낸 조모군은 부모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 였으므로
37만달러의 손배소송에 걸리자 아버지 비즈니스까지 파산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의 보험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의 보험 cover에 대한 내용을 IBE보험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Tel. 877.545.1001

www.ibeinsurance.com

e-mail : PDLQ@ibe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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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의
위험성

3600 Wilshire Blvd.#2010 LA, CA 90010

TEL: 877.545.1001

FAX: 877.545.1004

DUI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의 약자로 알콜영향이 남아있는 상태로 운전한것을 의미하며
술이 아닌 불법 마약이나 처방약, 비처방약이 모두 포함됩니다.
DUI 에 대한 처벌은 나이, 면허증 종류,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가주에서 정한 DUI 의 기준치를 알아봅시다.
21세 이상의 성인이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0.08%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DUI에 해당되며 상업용 차량 운전시엔
0.04%이상, 21세 미만의 운전자의 경우엔 0.01%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DUI기준치 입니다.
처벌의 종류
면허증 정지/벌금/감옥행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DUI SCHOOL/차량 특별 시동장치/SR 22 서류 신청이 있습니다.
21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
1. 차량에 알코올 음료를 절대 소지할수 없고 단지 운반목적이라면 알코올 용기가 원상태로 닫혀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거나 외부용 알코올 라이센스를 소유한자를 위해서 일할 경우에는 제외). 규정을 어길시 차량이 30일
동안 압수되고 벌금이 최대 $1000, 그리고 운전 면허증이 1년간 정지됩니다.
2. 불관용 법칙이라는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주에서는 0.01% 이상의 혈중 알
코올 농도만 측정되면 운전면허증이 1년간 정지되고 DUI SCHOOL 을 가야하며 수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1세 이상의 운전자 에 대한 처벌
초범일 경우 즉각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최장 6개월을 감옥에 있어야 하며 $1,000 벌금에 추가벌금과 변호사비용이 소요, 운
전면허증 재발급에 $125 비용이 들어가고 차량 특별 시동 장치를 설치, 죄질의 경중에 따라 DUI PROGRAM 참석기간이 결정
되고 SR-22 서류를 신청해야합니다.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만 되도 초
범일 경우라도 1년간 운전면허정지가 되며 재범일 경우는 영구히
운전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어 강제 추방될 수 있고 이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것은 10년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2-3배 비싼 차보험료를 10년동안 지불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따르는 처벌들이 무수히 많으니 음주운전은 멀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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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877.545.1001

www.ibeinsurance.com

e-mail : uw@ibe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