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험 구매 정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 비교 쇼핑이다. 보험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는 

현재 보험을 갱신하기 전이나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 전, 또는 집에 큰 공사를 하기 

전이다. 주택보험을 구매할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비교 쇼핑. 각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디덕터블과 보상범위 

한도가 같은 보험 상품을 잘 비교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 같은 보상 범위를 가진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고 비용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가 있다. 여러 

보험회사나 에이전트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알아 둘 점은, 어떤 은행이나, 고용주, 또는 특별 이익 단체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견적서 요구.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와 통화할 때 보통 집의 건축 유형과 디자인, 집에서 

가까운 소방서와 소화전의 거리, 경비장치의 사용과 원하는 커버리지 종류와 금액 

한도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질문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각 보험회사나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같아야 한다. 또한, 한 보험 단체가 여러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MIA 안내서에 적혀있는 회사 뿐만 아닌), 한 단체 내의 각 

회사들의 보험료나 보험 내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에게 한 단체 내의 다른 회사에 대해 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할인 요청.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어떤 할인을 제공하는 지 

물어본다. 예를 들어,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같은 보험회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보안장치와 연기 탐지기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노인들, 단체나 협회의 회원들 그리고 비흡엽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디덕터블에 대해 질문. 디덕터블은 주택이 손상을 입을 경우에 (즉 바람, 우박, 사고, 

화재 또는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불을 하기 전에 본인이 내야 하는 

합의된 금액이다. 디덕터블을 높게 책정하면, 어떤 손상이든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이 



높은 대신 보험료는 낮다. 바람, 허리케인 또는 다른 폭풍에 관한 디덕터블이 따로 있는 

지 물어보고, 있으면 금액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 지 물어본다.  

 

보험회사에서 의무로 제공해야하는 오퍼. 메릴랜드 법에 따르면 주택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은 반드시 추가로 하수구와 배수구에 막힌 물로 인한 피해와 손상을 

커버할 수 있는 추가보험 옵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한다. 이 추가옵션을 꼭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메릴랜드 법에 따르면 주택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은 합법적인 데이케어 

운영자들을 위한 책임보험 커버리지를 추가 보험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한다.  

 

금액만을 보고 보험을 구매하면 안 됨. 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커버리지와 한도 내역, 

그리고 서비스 내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친지들이나 이웃들의 보험 구매 경험에 대해 

묻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믿음이 가는 보험업자나 보험 제공자를 선택하는 게 

좋다. 

 

보험 약관에 따른 제약 내역과 예외 사항들에 대한 이해 필수. 예를 들면, 보험 약관에 

대체 비용이나 현금 가치 항목이 들어 있는가? 집이 손실될 경우 집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커버리지가 되어 있는가? 개인 재산이 손실될 경우 충분한 커버리지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커버되고 무엇이 제외되어 있는가?  

 

보험 사기 당하지 않기. 메릴랜드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기업과 에이전트들은 보험을 팔 

수 없다. 보험회사를 선택한 뒤 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 에 연락을 해서 그 

에이전트나 보험회사가 메릴랜드에서 보험을 팔 수 있는지 확인한다. 웹사이트 

www.insurance.maryland.gov 를 방문하거나 800-492-6116 로 전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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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