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을 위한 홍수보험

질문:

소상공인으로서 홍수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답변:

귀하의 사업체가 FEMA에 의해 특별 홍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홍수의 위험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상담사와 보험 보장
옵션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 사업체는 홍수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왜 홍수보험에 돈을 써야
하죠?

답변:

홍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가장 흔하고 손실액이 큰
자연 재해입니다. 홍수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홍수 피해 보상
청구의 20% 이상이 고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는
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홍수보험은 비싸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홍수보험의 보험료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경우 중위 및 저위험 지역에 있는 사업체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범람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위험 수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는 사업체 건물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귀하가 선택한 공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홍수보험은 어떤것을 보장하나요?

답변:

정확한 보장 범위와 내역은 귀하의 보험 약관에 의해 결정 되지만, 일반적으로 2
에이커 이상의 건조한 토지 또는 2개 이상의 자산이 아래의 원인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정기적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범람된 경우를 보장합니다.


내수 또는 조수의 범람;



모든 출처에서 지표수의 비정상적이고 급속한 축적 또는 유출;



홍수를 초래하는 예상되는 주기적 수준을 초과하는 파도 또는 물의
흐름으로 인한 침식 또는 훼손의 결과로 호숫가,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물가의 토지 붕괴나 이류 및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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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수보험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답변:

먼저 신뢰 할 수 있는 보험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업주가 이용 할 수 있는 홍수보험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은 사업체 건물에 대해 최대 $500,000, 내부 시설에
대해 최대 $500,000의 보험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일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상업 보험을 구매 하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승인된 정규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비정규 보험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비정규(surplus lines) 보험사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 정규 보험사는 일반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회사입니다. 메릴랜드 보험국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보험보장이 시작되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장이 시작되기까지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지만,
홍수 보험 구매가 주택대출(모기지)의 연장 또는 갱신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사업체를 위한 NFIP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 보시려면 다음의 주소를
방문십시오:http://insurance.maryland.gov/Consumer/Documents/publications/FEMAHFIAA- BusinessOwner-FloodInsurance.pdf.
상업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의 주소를 방문하십시오:
http://insurance.maryland.gov/Consumer/Documents/publications/commercialinsurance.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