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춥 ===六ansportation
ADOPT-A-HIGHWAY 

고속도로 입양 (Adopt-a-Highway) 봉사자 활동 보고서 

부상 발생 시 프로그램 의료지원 혜택을 받으시려면 활동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명을 할 경우 각 쓰레기 수거 작업 
수행 전에 사전 활동 안전 계획 (Pre-Activity Safety Plan)과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조직 

그룹 리더 

날짜 
참가자 이름 

(정자로 작성 ) 
참가자 이름 

(서명) 

활동 시간 

시작 종료 
총합 
시간 

채운 봉투 수 

쓰레기 관리 외에 수행한 기타 활동 : 

부상 발생 시 프로그램 의료지원의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선 각 해당 봉사 활동 후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각 봉사 활동 후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양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작성한 양식을 
https://wsdot.wa.gov/maintenance/roadside/cleanup/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 

해당 지역 책임자 

DOT 양식 520-030
 2016년 9월 수정

https://wsdot.wa.gov/maintenance/roadside/clea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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