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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보험관리국 이란?
메릴랜드주보험관리국(MIA)은메릴랜드주의
보험을 규제하는 주립 기관입니다. MIA의 업
무는다음과같습니다.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에이전트 또는 브로커) 
에게사업을허가합니다.
면허권자의비즈니스실무를조사하여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보험사의지급능력을모니터링합니다.
보험 약관의 양식을 검토 또는 승인합니다.보험
요금을 검토하여 요금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
거나부당하게차별적이지않도록 보장합니다.
소비자및사업자의불만및사기혐의를
수사합니다.



메릴랜드주 보험관리국이란?
보험사또는보험설계사의행동이부적절하다고여겨질경우귀하는불만
사항을제기할권리가있습니다.부적절한행동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 청구한클레임지급의전부또는일부를부적절하게거부또는지연하는경우

• 보험을부적절하게해지하는경우
• 적절한통지없이보험료를인상하는경우
• 보험판매또는보험클레임처리와관련하여허위진술을하는경우

• 특별금융수수료등서비스에대한요금을과도하게청구하는경우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금융손실을방지하는귀하와

보험사 간의 계약입니다. 귀하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보험사는 귀하의 약관에

설명된대로특정보상손실을배상하는데

동의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
창읽볕헌 – 보험계약자및그외피보험자에게사고발생시이
를 보호합니다. 책임보험에는두가지유형이있습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 –귀하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를 보호합니
다. ( 차량 운전자의가입이이미거부되었거나귀하의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있다는합리적믿음을갖지않는경우는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책임보험 – 귀하 차량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
또는 울타리 등 기타 재산과 같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귀하를
보호합니다. (차량 운전자의가입이이미거부되었거나귀하의차량을
운전할자격이있다는합리적믿음을갖지않는경우는보호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

메릴랜드주법은등록된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최소액의

책임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요구되는보장범위는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30,000달러의대인배상

•사고당 60,000달러의대인배상

• 15,000달러의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

무보험차상해(UM)보험 –자동차보험이없는운전자에의한사고가발생하거나,책임보험액이충분하지 않

거나, 또는 뺑소니 등의 경우로 잘못한 차량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보험 약관에 의거하여귀하

및그외피보험자를보호합니다.

메릴랜드주법은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최소액의 UM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법률상 요구되는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30,000달러의대인배상

• 사고당 60,000달러의대인배상

• 15,000달러의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

제자동차보험이소멸된경우어떻게됩니까?

메릴랜드주법은 차량이 등록된 기간이라면 항시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자동차관리국(Motor Vehicle Administration) 
에서는최소한의보험을유지하지않는일수만큼벌금을산정합니다.

자세한내용은자동차관리국(Motor Vehicle Administration)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s://mva.maryland.gov/vehicles/Pages/insurance-requirements.aspx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
충돌손실보험 (Collision Coverage) –다른차량또는물체와의
충돌로인한귀하보험차량의재산피해보상을지급하기위해
구매하는보장선택 사항입니다.사고를겪었으며충돌손실보험에
가입된경우,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며 혹은 차량 전손 시
사고 발생직전차량의가치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합니다.

종합손실보험 (Comprehensive Coverage) – 파손, 도난또는폭풍에
의한피해등충돌외의 원인으로인한차량파손에대해배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충돌손실보험 및 종합손실보험은 모두
공제액(deductible)이있습니다.



종합손실보험 (Comprehensive

Coverage)

자동차보험보장내용에관련하여,종합손실보험은충돌외의사고로인한
귀하보험차량의재산피해를보장합니다.

• 홍수

• 도난

• 파손

• 사고에따른결과가아닌유리파손

• 동물과부딪힌차량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

신체상해보장(PIP) -자동차사고로인해발생한귀하,동승자또는

귀하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에게 의료비를 배상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급여 상실 및 그 외 관련 비용도

보장됩니다.메릴랜드주법은보험사가보험계약자에게최소 2,500

달러의 PIP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제한된 PIP 보험에

가입할것을선택할수있으며,특정개인의경우 PIP보험을 완전

히거부할수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사에서는귀하가사고를겪거나배상을청구할가능성을예측하는데
매우다양한기준을고려합니다.

동영상: 자동차보험사에서귀하의보험료를어떻게결정합니까?
• 신용기록

• 차량을주행하는목적(차량사용)

• 연령

• 성별

• 결혼여부

• 연도별 주행하는 마일 수

• 운전기록

• 차량이주차된위치

• 운전 경험

• 클레임 기록

hhttps://www.youtube.com/watch?v=WiKdhcshpJI&list=PLlgoHh4Po1J0TEXelqO_liLAokln_JTXV&index=54&t=7s


보험료를 절감하는 팁

• 책임보험,충돌손실보험,종합손실보험등귀하가
가입한보험보장내용을이해하고귀하의한도및
공제액을이해하십시오. 이러한 보장 및 한도가
계속해서 귀하의현재상황에합리적입니까?

유념하십시오.만일충돌손실보험또는종합손실보험을
해약한다면,귀하가일으킨사고,도난또는파손으로인
해 차량에피해가발생한경우,그피해또는차량교체
에 대한배상책임은귀하에게있습니다. 차량에대출이
있는 경우,그채권자는해당차량에대한재정적이해
관계를 보호하기위해물리적손상(충돌손실보험또는
종합손실보험)에가입할것을반드시요구합니다.

•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기 전 새로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발생하는전체비용을이해하도록보험을쇼핑하십시
오.



보험료를 절감하는 팁
• 귀하의 공제액(충돌손실보험 및/또는 종합손실보험)을 늘려 보험료를
낮추는것이유익할지고려해보십시오.

• 귀하가 받을수있는할인혜택(모범 운전자 할인, 복수보험, 복수차량,보호
장치)이 있는지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모든보험사에서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모범적인 운전 기록을 보유하십시오.

• 귀하의 신용을 확인하십시오.메릴랜드주에서는 귀하가 특정 법적제한에
따라 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귀하의 신용 기록을 이용하여귀하의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보험사에서 귀하의 신용을
이용하여 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귀하의
신용 기록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보험사는 2년마다 혹은 귀하의 요청시 더
빨리 귀하의 신용을 검토해야 하며귀하의신용상황개선을기준으로
귀하가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경감해야합니다.



보험료비교쇼핑

다른보험사에서더저렴한비용으로동일한보장을받을수있는지
확인하여가격을비교하십시오.

• 반드시동일한공제액및보장한도를포함하는동일한유형의
보장을제공하는보험을비교해야합니다.

• 각 보험사에 문의할 때, 귀하가제공하는정보가정확한지,  
각 보험사에 동일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 공제액과적용시점을문의하십시오.



보험료비교쇼핑

• 보장 대상과 제외 대상을 문의하십시오.

• 가격만을기준으로보험에가입해서는안됩니다.가입전보장내용,  
한도,클레임서비스와같은고객서비스를고려하십시오.

• 친구와이웃에게다양한보험사에대한그들의경험을
물어보십시오.



메릴랜드주 요금 가이드 소개



메릴랜드주 요금 가이드 소개
시나리오 10:

미혼남성, 50세.세입자.
2016년식 포드(Ford) F-150 XLT 4x4 4DR 크루 캡 가스 145 WB 주행. 통근
을위해매일총 60마일주행. 연간 25,000마일주행. 과거 3년간사고 또는
위반사항없음. 최상의신용기록 (해당하는경우).동반보험할인적용.

책임보험 $100,000/$300,000/$100,000 
완전 PIP시나리오설명 $2,500
UM $100,000/$300,000/$100,000
종합손실 $250공제액
충돌손실 $500공제액

시나리오 11:
미혼여성, 50세.세입자.
2014년식현대(Hyundai) 엘란트라 4DR SE WB 주행
통근을위해매일총 60마일주행. 연간 20,000마일주행. 과거 3년간사고
또는위반사항없음. 신용기록없음(해당하는경우).동반보험할인없음. 

책임보험 $100,000/$300,000/$100,000
완전 PIP $2,500
UM $100,000/$300,000/$100,000

종합손실 $250공제액
충돌손실 $500공제액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요금 가이드 소개

시나리오설명

시나리오 22:
가족 요금 – 보험료에는 복수 차량 할인 및 주택소유자 동반 보험 할인이 적
용되며차량두대와운전자두명에대한보장이포함됩니다(해당하는경우)
• 기혼남성, 65세.

2015년식 지프(Jeep) 그랜드 체로키 앨티튜드 4x4 주행
통근을위해매일총 20마일주행. 연간 20,000마일주행.
과거 3년간사고또는위반사항없음. 최상의신용기록(해당하는경우)  

책임보험 $250,000/$500,000/$100,000
완전 PIP $2,500
UM $250,000/$500,000/$100,000
종합손실 $250공제액
충돌손실 $500공제액

기혼여성, 65세.
2016년식렉서스(Lexus)주행
무직. 연간 5,000마일주행.
과거 3년간사고또는위반사항없음. 최상의신용기록(해당하는경우)  

책임보험 $250,000/$500,000/$100,000
완전 PIP $2,500
UM $250,000/$500,000/$100,000
종합손실 $250공제액
충돌손실 $500공제액

본가이드에나와있는요금은 22가지 시
나리오에대한연간총보험료로,귀하가

같은그외변수는고려하지않은것입니다.

•

본자료는보험사에서제공한것으로

변경될수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요금 가이드 소개
보험사

21502

앨러게이니
(Allegany)

20657

캘버트
(Calvert)

20603

찰스
(Charles)

21550

개릿
(Garrett)

20878

몽고메리
(Montgomery)

20906

몽고메리
(Montgomery)

* AIC(Agency Insurance Co.) 1275 1507 1992 1396 1527 1851

* AIG손해보험(IG Property Casualty Co.) 2976 3093 3093 2976 2087 2286

* 올스테이트 배상(Allstate Insurance Co.) 2143 2570 2824 2066 2524 2885

아메리칸 국영손해보험(American National Property & Casualty Co.) 1918 2354 2776 1934 2308 2772

* 아메리칸 스테이트 우선보험(AmericanStates Preferred Insurance Co.) 2781 3102 3208 2734 3146 3425

* 아미카상호보험(Amica Mutual Insurance Co.) 1235 1461 1461 1235 1298 1408

* 브레드런 상호보험(Brethren Mutual Insurance Co.) 1474 1668 1949 1473 1499 1934

* 처브 국영보험(Chubb National Insurance Co.) 2083 2613 3147 2083 2744 3406

신시내티 보험(Cincinnati Insurance Co.) 1487 1629 1611 1395 1604 1665

* CSAA일반보험(CSAA General Insurance Co.) 1812 2277 2582 2114 2281 2539

* 컴벌랜드 보험(Cumberland Insurance Co. Inc.) 1150 1354 1396 1150 1323 1390

* 데어리랜드 보험(Dairyland Insurance Co.) 3578 4300 5093 3148 4938 6572

도니골상호보험(Donegal Mutual Insurance Co.) 2906 2991 3602 2906 3948 4163

엘리펀트 보험(Elephant Insurance Co.) 3347 3969 5043 3347 4358 4869

* 인컴퍼스 주택/자동차 보험(Encompass Home/Auto Insurance Co.) 1266 1717 1945 1266 2138 2025

이리 보험거래소(Erie Insurance Exchange) 1488 1617 2014 1488 1868 2095

이슈런스 손해보험(Esurance Property & Casualty Ins. Co.) 2238 2352 3062 2238 2648 2814

파머스 보험거래소(Farmers Insurance Exchange) 2520 2778 3180 2520 3058 3533

* 포모스트 보험(Foremost Insurance Co.) 2617 2903 3323 2617 3099 3585

* 개리슨손해보험(Garrison Property & Casualty Ins. Co.) 1716 1949 2247 1744 2045 2491

* GEICO상해보험(GEICO Casualty Co.) 1039 1141 1368 1039 970 1216

* 하트퍼드 상해보험(Hartford Casualty Insurance Co.) 2158 2836 2707 1658 2546 2829

호러스 맨 보험(Horace Mann Insurance Co.) 1052 1180 1423 1052 1115 1219

호러스 맨손해보험(Horace Mann Property  & Casualty Ins. Co.) 1396 1721 2365 1396 1971 1971

IDS손해보험(IDS Property Casualty Co.) 1134 1198 1434 1166 1210 1568

* 인티곤 배상(Integon Indemnity Co.) 1683 1840 2426 1783 2004 2426

* LM 일반보험(LM General Insurance Co.) 3451 4671 5216 3318 4444 5526

* LM 보험(LM Insurance Corp.) 3834 5190 5795 3687 4938 6140

메릴랜드 자동차보험기금(Maryland Auto Insurance Fund) 3360 3258 3289 3360 3018 2835
* 머리디언 안전보험(Meridian Security Insurance Co.) 1059 1330 1725 1236 1407 1789



메릴랜드주 요금 가이드 소개
시나리오 11: 미혼여성, 50세

보험사

21502

앨러게이니
(Allegany)

20657

캘버트
(Calvert)

20603

찰스
(Charles)

* AIC(Agency Insurance Co.) 1275 1507 1992
* AIG손해보험(AIG Property Casualty Co.) 2976 3093 3093
* 올스테이트배상(Allstate Insurance Co.) 2143 2570 2824

아메리칸 국영손해보험(American National Property & Casualty Co.) 1918 2354 2776

* 아메리칸스테이트 우선보험(American States Preferred Insurance Co.) 2781 3102 3208

*보험료 산정시신용점수를이용하는보험사를나타냅니다.



메릴랜드주 요금 가이드 소개
보험비교계획표:보험사및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관한
정보를수집할때 이 계획표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명→

연락처

신용등급

면허보유기업(예/아니요)

제공되는할인

연간보험료

모든차량및운전자목록



메릴랜드주 요금 가이드 소개

본브로슈어는저희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s://insurance.maryland.gov/Consumer/Documents/publications/AutoRateGuide2020.pdf

또는 800-492-6116에전화하여사본을요청하십시오.
가이드에있는요금은 2월및 8월마다업데이트됩니다.

보험사연락처및웹사이트는 본간행물의 뒷면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https://insurance.maryland.gov/Consumer/Documents/publications/AutoRateGuide2020.pdf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 필요시 911에 전화를걸어상담사에게 사건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이나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알려주십시오.

• 행동을 취해도 안전하다면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고 현장의
도표를그려두십시오.

• 가능하다면 도로밖및갓길로차량을이동시키십시오.
• 목격자와 이야기하십시오.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받아두십시오.
• 경찰과협력하십시오.요청받은모든정보를제공하십시오.
사건/사고 번호와 담당자의 이름 및 배지 번호를 기록하십시오.

•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십시오.사고에 관련된모든
사람들과 정보와보험관련정보를주고받으십시오.

•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에서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제보험사에서차량에중고부품을사용하여수리할수있습니까?

이는 귀하 보험의 특정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차량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보험사에게 차량 수리비 또는 차의 시가 중 더 적은
금액을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험법상 차량 수리비를
산정하여 애프터마켓을 이용하거나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에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 유형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견적서에주문자위탁생산(OEM)부품,중고부품, 또는애프터마켓의 부품을
포함할수있습니다. 차량소유자는차량에어떤부품을사용할지선택할수
있습니다.그러나가격이 더높은 OEM부품과애프터마켓부품차액을본인이
지불해야할수도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차량을 전손으로
판정할경우어떻게 됩니까?

전손 차량으로 판정할 경우 보험사는 전손 직전 차량의 시가(ACV)를
반영하여합의를제안합니다.

귀하는공제액을지급할책임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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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8

전손 -차량수리비가

전손 직전 차량의 공정

시장가보다 75% 이상
높습니다.

산정할 때 렌트카 비용 및

차량수리비에대한숨겨진

피해 가능성 등 추가적인

비용을더할수있습니다.



차량 전손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는보험사에 서면으로다음사항을요청할수있습니다.
합의제안
합의에도달하는데이용한방식에대한설명
옵션에 따라자동차에 추가한 모든값에대한 산출액 등
자동차전손가산출에대한세부설명
자동차의가격에서차감될모든공제액에대한목록
전손 시점의 차량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검사 지침
사본

법률에 따라 보험사는 귀하가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회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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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제안

귀하 자동차가 보험사에서 제시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보험사와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반대제안을

하기 위해선 근거서류를반드시제공해야한다는사실을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이를위해서자동차딜러에게견적

을받거나유사한 차량의 가격 및 광고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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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이의 또는 불만 제기
메릴랜드주에서 귀하의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료 인상 통지 또는 갱신 거부 고지를 받은

경우귀하는이의를제기하고귀하의상황을수사하도록할권리가있습니다.

MIA에서는특정소비자가서면으로정식불만제기할필요없이신속하게 손해배상청구

(예:자동차)를해결할수있도록고안한신속대응프로그램 또한 구축하였습니다.본프

로그램에관한자세한내용은 410-468-2340또는 800-492-6116(ext. 2340)으로 문의하십

시오.신속 대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식으로불만을제

기할수있는귀하의권리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소비자는메릴랜드주보험관리국웹사이트

www.insurance.maryland.gov에 방문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Consumers 메뉴에서, File a Complaint 항목을클릭하십시오.

http://www.insurance.maryland.gov/


MIA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간행물

• 자동차보험에대한소비자가이드

• 자동차보험구매를위한팁

• 자동차보험증서의첫페이지 (Decalrations Page)에대한이해

• 자동차보험: 요금 비교 가이드(2020년 8월)

• 자연재해를위한보험준비가이드

https://insurance.maryland.gov/%ED%95%9C%EA%B5%AD%EC%96%B4/Documents/ConsumerGuideAutoInsuranceKorean.pdf
https://insurance.maryland.gov/Consumer/Documents/publicnew/ShoppingTips_Automobile_Korean.pdf
https://insurance.maryland.gov/Consumer/Documents/publications/understandingautodeclarationspage.pdf
https://insurance.maryland.gov/Consumer/Documents/publications/AutoRateGuide2020.pdf
https://insurance.maryland.gov/Consumer/Pages/InsurancePreparednessNaturalDisasters.aspx


연락처 정보

메릴랜드주보험관리국
(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

800-492-6116 또는 410-468-2000
www.insurance.maryland.gov

자동차관리국(Motor Vehicle Administration) 
(410) 768-7000

mva.marylan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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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urance.maryland.gov/
https://mva.maryland.gov/Pages/default.aspx


질문이있으십니까?
rena.lee@maryland.gov

mailto:rena.lee@marylan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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