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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고 사항: 메릴랜드의 

무보험 및 저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옵션 이해하기 

 
볼티모어 – 무보험 운전자(UM) 보험은 다른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지만 책임 보험이 없거나 책임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사고에 연루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귀하와 차량 내 다른 사람을 보호합니다.  UM 보장 범위는 과실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예: 뺑소니 운전자로 인한 사고)도 보호합니다.  UM 보험은 1 인당 30,000 달러/신체 

상해의 경우 사고당 60,000 달러, 재산 손상의 경우 사고당 15,000 달러의 최소 의무 책임 한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0/60/15).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다음 세 가지 UM 보장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옵션 #1 :  책임 보험과 동일한 한도로 UM 보장 

옵션 #2 :  책임 한도 미만까지 UM 보장 면제 

옵션 #3: 무보험 운전자 보장 강화 (EUIM) 

사용 가능한 세 가지 옵션은 각기 다른 방식과 다른 비용으로 무보험(또는 저보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보장성 보험을 선택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옵션 #1:  UM 보장은 보험의 책임 보험 한도와 동일한 보장 한도로 가입됩니다.  즉, 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한 무보험 또는 저보험 운전자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때 자신(및 차량 내 다른 사람)을 위해 

동등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입니다. 

예 #1:  귀하는 10 만 달러의 책임 보장을 받았으며 10 만 달러의 UM 보장을 제공하는 옵션 #1 을 

선택했습니다.  책임 보험이 없는 과실 무보험 운전자에 치인 경우 귀하의 보험의 UM 보장에서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10 만 달러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과실 운전자의 보장액이 $30,000 에 불과하고 청구 금액이 $100,000 인 경우 과실 운전자의 

보험에서 $30,000 를, 귀하의 보험의 UM 보장에서 나머지 $70,000 를 받게 됩니다.   



옵션 #1 을 사용하면 보험사는 과실 운전자 보험에서 수금한 금액으로 귀하가 청구한 보험금 전체를 상쇄합니다.  

과실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보장할 수 있는 한도가 있거나 본인의 UM 보장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한도가 

있는 경우 본인 보험의 UM 보장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옵션 #1 을 사용하면 UM 보장 한도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과실 운전자의 책임 보험에서 가능한 모든 보장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본인의 UM 보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옵션 #2:  책임 보험 금액 미만으로 면제되는 UM 보장은 귀하가 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무보험 또는 

저보험 운전자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입한 것보다 자신과 귀하의 차량에 탑승한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 가입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입니다.   

예 #1:  귀하는 10 만 달러의 책임 보험 한도에 가입했지만, 옵션 #2 를 선택하고 UM 한도를 주 최소 

금액인 30/60/15 까지 면제했습니다.  귀하에게 과실이 없고 다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UM 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청구에 응답하기 위해 $30,000 을 받게 됩니다. 

예 #2:  여기서도 귀하는 옵션 #2 를 선택했으며 UM 한도는 30/60/15 입니다.  과실 운전자가 $30,000 의 

책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가 과실 운전자의 보험에서 회수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UM 보장 한도인 $30,000 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옵션 #2 는 옵션 #1 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지만, 과실 운전자가 무보험 또는 저보험일 때 귀하가 과실 

운전자일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보다 자신과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위한 보장을 적게 

제공합니다. 

옵션 #3:  무보험 운전자 보장 강화(EUIM)는 책임 보험 한도와 동일한 보장 한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UIM 

보장에서 귀하의 보험사는 과실 운전자의 보험에서 수금한 금액으로 귀하의 전체 청구 금액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입니다. 

예 #1:  귀하는 EUIM 을 선택했으며 책임 한도 및 EUIM 한도는 모두 10 만 달러입니다.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차에 치였습니다.  귀하는 최대 $100,000 EUIM 한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귀하는 EUIM 보장을 선택했으며 책임 한도 및 EUIM 한도는 모두 10 만 달러입니다.  귀하는 3 만 

달러의 책임 보장 한도를 가진 과실 운전자에 의해 차에 치였습니다.  과실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30,000 를 성공적으로 수금한 후에는 귀하의 보험의 EUIM 한도에서 최대 $100,000 를 추가로 수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사는 EUIM 을 사용해 과실 운전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으로 귀하의 전체 

보험금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장 범위 선택으로 과실 운전자의 보장과 귀하의 보험 

보장에서 모두 수금을 허용하더라도, 메릴랜드 법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보험사는 과실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수금한 금액으로 귀하의 EUIM 청구를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EUIM 은 옵션 #1 또는 옵션 #2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UM 보장 옵션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옵션 #1 은 귀하와 차량에 탑승한 다른 사람을 위한 무보험 및 저보험 운전자에 대해 귀하에게 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한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옵션 #1 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옵션 #2 는 귀하와 귀하의 차량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에게 옵션 

#1 보다 적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옵션 #3, EUIM 은 다른 옵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며 전체 청구 금액이 과실 운전자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옵션 #1 을 선택한 다음 책임 한도를 늘리는 등 

무보험 운전자 보호 보험 증대를 위한 다른 옵션도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UM 및 EUIM 보장 옵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본 보장 범위는 

옵션 #1 로, 책임 한도와 동일한 한도로 UM 을 보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insurance.maryland.gov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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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