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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Provisional Permit?
아이들이 크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운전,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자동차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6세부터 임시운전면허(Provisional Drive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적령기가 됐다 해도 미성년자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신청하기 6개월 전에 운전연습을 허용하는 퍼밋(Provisional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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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밋
15세가 되면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인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데 퍼밋을 받으면
25세 이상의 가주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이 옆자리에 동승한 상태에서만 연습을 할 수 있다.
■ 퍼밋과 미성년자 자동차 보험
자녀가 퍼밋을 받은 순간부터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현재 부모가 가입한 보험내역에
자녀의 커버리지도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퍼밋상태인 것을 알리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운전자 list에 올리고 license 취득 후에 미성년 자녀의 보험자 추가여부를 보험사에 알려야한다.
License 취득 후 보험자 추가여부를 알리지 않을 시 보험회사는 자동으로 자녀를 운전자로
추가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간다. (자녀가 집에 같이사는 경우에만 해당됨)
한인 학부모들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료가 연간 몇천달러씩
오르기 때문에 일부러 가입시키지 않는 부모들도 있고, 부모가 풀 커버리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모차로 운전한 자녀의 사고까지 커버가 되는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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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은 커머셜 보험혜택이 있는 운전학교에서 시키면 안전하고 부모가 연습을 시킬 경우에는
성적 좋은 학생 디스카운트 등 여러 학생보험 디스카운트 플랜을 찾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 무보험 미성년자의 교통사고 사례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 학부모는 고교생 딸아이가 임시면허증을 받자 본인이 몰고 다니던,
풀 커버리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를 아직 보험가입이 안된 딸아이에게 운전토록 허용했다가 사고가 발생,
10만여 달러를 매달 1,000달러씩 9년정도 갚아나가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도 지불하고 있다.
더 심한 사례로는 운전면허를 받자마자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4중 추돌 사고를 낸 조모(17)군.
부모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으므로 37만달러의 손배소송에 걸리자 아버지 비즈니스까지 파산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부모의 보험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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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가주 주민들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그 이유는 비싼 보험료와 높은 디덕터블이다.

하지만 일반 주택보험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지진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Califormia는 전통적으로 지진이 많은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2024년 이전에 규모 7.0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
할 확률이 80%-90%나 된다고 한다.
지진보험은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험으로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피해를 보상한다. 건물의 외형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회사의 경우 건물 내 책상 가구 등 물품 하손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지진보험료는 건물 가격, 위채, 소재, 완공시기, 사용된 건축 자재, 보수공사 여부, 지진 피해로 인한 재건축비 등의
요소에 다라 크게 달라진다. 또, 지진으로 인한 디덕터블이 15%또는 25%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보험을 큰 관심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보험이야 말로 보상되는 조항들이 매우
다양하다.
지진보험은 주택보험을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함께 동일한 회사에 가입
할 경우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Multi- Policy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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