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전 대비 팁 
가정과 재정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

엇을 해야 합니까?

보험 약관의 사본을 수집하여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보험사의 연락처 정보를 저장합니다.
가정 또는 비즈니스의 소지품 또는 재
고 목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소지
품이 손상되거나 파괴될 경우에 대한
소지품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함으
로써 소유권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
다.
그릴, 파티오 가구 및 고정되지 않은 작
은 물품과 같은 실외 물품을 고정하거
나 잘 보관하십시오.
모든 창문에 허리케인이나 합판 셔터를
설치하고, 차고 문과 모든 실내 문을 닫
고,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해 차고 문을 지지하거나 보강하여 집
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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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
트 www.insurance.maryland.gov 를 방문
하거나 1-800-492-6116으로 전화하거나 이

QR 코드를 사용하여 자연 재해에 대한 보험 대
비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nsurance.maryland.gov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안전한지 확인하
세요.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
해를 보고하십시오.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상 솔루션
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
한 명확한 지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손상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험사와 공유하고 기록을 위해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안전하다면 임시 수리를 하십시오. 지
붕에 구멍이 나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
우,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
능한 한 빨리 덮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마십시오.
수리 및 임시 생활비를 위해 구입한 자
재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환
불을 위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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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 복구 팁
집이 손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
트 www.insurance.maryland.gov 를 방문
하거나 1-800-492-6116으로 전화주시거나 이
QR 코드를 이용하여 재해 후 보험금 청구에 관

한 준비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nsurance.maryland.gov


재해 후 대비 팁 
공사업자(Contractor)에게 연락올

때 알아야 할 사항

개인과 개인 회사 또는 조직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신분 확인을 요
청하십시오.
공사업자들은 손실에 대한 견적을 준비
하고 보험 회사가 견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조건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이해해야 합니
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MIA에게
800-492-6116으로 전화하세요.
메릴랜드 주택 개선 위원회
https://bit.ly/miadisastertip2 에 문
의하거나 888-218-5925로 전화를 걸
어 고용하려는 공사업자가 면허를 받았
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리비 전액을 선불로 지불하지 마십시
오.

1.

2.

3.

4.

5.

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당사
웹 사이트 www.insurance.maryland.gov
를 방문하거나 이 QR 코드를 사용하여 소비자
조언:보험 청구에 도움을 제공하는 공사업자

또는 개인 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bit.ly/miadisastertip2
http://www.insurance.maryland.gov


보험금 청구를 도와줄 공공 조정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과 재산
에 대한 피해를 추정하고, 보험 보상 범
위를 검토하고, 당신을 위해 보험 청구
를 해결하는 것을 협상하는 것을 돕습
니다.
공공 조정자가
https://bit.ly/miadisastertip1 에서
온라인으로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확인
하거나 800-492-6116으로 전화하십
시오.
공공 조정자에 대한 보상은 서면 계약
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
공 조정자와 계약 후 취소하려면 3영업
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귀하의 보험사는 귀하의 손해에 대한
공인 조정자의 견적에 동의할 수도 있
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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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 대비 팁
공공 조정자(Public Adjuster)에게

연락 올 때 알아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3rX2LqF 또는
다음 QR 코드를 사용하여 소비자 권고: 클레임
해결을 돕기 위해 공공 조정자를 고용해야 합니

까? 를 참조하십시오.

https://bit.ly/miadisastertip1
https://bit.ly/3rX2Lq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