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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 보험산업 대응

1. 총론213)

○ 세계 각국 보험산업의 금융당국,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크게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관리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함 

○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의 핵심기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며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 

∙ 금융당국은 보험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는 규

제 및 감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특정 지침을 제공하

고 있음

- 대부분의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팬데믹 상황에서 보험서비스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재무건전성 테스트 최소화 등 불요불급한 행

정 부담을 덜어줌214)

∙ 특히 디지털 및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전화가입 허용, 온라인 판매 상품 확대, 디지털 장치로 계약자 동의 허용 등 다

양한 조치가 이루어짐 

○ (지급 능력 및 유동성 관리) 금융당국은 과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기존 재무 

및 감독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모니터링함

∙ 대부분의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나타난 위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데이

터를 요청함

∙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금융당국은 기존의 감독 도구를 활용하는 반

면, 다른 금융당국들은 투자 한도 또는 회계기준의 유연성을 포함하여 규제 또는 

213) OECD(2020), “Insurance Sector Response to COVID-19 by Governments, Supervisos and 

Industry” 참조

214) 윤성훈(2021)



70 이슈보고서 2021-05

감독 요건을 일부 조정함

- 재무건전성 기준과 유동성 요구 사항을 완화하기도 함

∙ EIOPA는 재무건전성과 자본 관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215)

- 보험회사의 회생기간 연장조치를 포함하여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유연성을 허락함

-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에게 충족을 위해 감독당국이 허용한 회복

기간을 연장함

- 보험회사의 배당 정책에 있어 피보험자의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보험계약자 지원) 금융당국,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험 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 지원책을 발표함

∙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지침을 제

공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불확실성을 완화함

- 영국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함216)

∙ 주요국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보험계약자를 

지원함

- 보험료 납입 유예, 보장기간 연장, 대출조건 완화, 보험료 환불 등임 

- 이러한 보험계약자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회사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

어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당국에 의해 의무화되거나 권장됨

∙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자 행태변화(재택근무)에 따라 보험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험보장이 지속되도록 함

- 개인용 자동차보험도 상업용 목적의 식당 음식배달을 한시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일부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정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함

- 많은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 계약자, 특정 유형의 근로자(예: 의료 종사자), 또는 

기업(서비스 부문, 중소기업)에게 추가 보장 혜택을 자발적으로 제공함

215)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 /

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216) FCA(2020), “FCA Seeks Legal Clarity on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Alongside Package of 

Measures to help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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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금융당국은 기업의 부도 위험 증가와 이에 따른 관련 보험의 보장 감소

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보험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코로나19의 충격과 피해가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별 법률 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응 수단 역시 국가별로 다르나, 대응 원칙은 유연성(Flexibility), 타

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협력 등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217) 

○ 다음 절에서는 보험서비스 연속성과 보험계약자 지원 측면 중심으로 주요국의 구체적 대

응 수단에 대해서 살펴봄

2. 미국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들이 필요 시 신속히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회사에

게 원격진료서비스 보장과 이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대면 진료 시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함(2020. 3. 30)218)

∙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전화 기반 혹은 비디오 기반 등의 모든 형태의 원격진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뉴욕주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보험계약자가 원격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

도록 긴급규제(Emergency Regulation)를 적용함(2020. 3. 15)219)

∙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본

인부담을 면제함

○ 캘리포니아주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될 경우, 이민자 신분에 상

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 보상 혜택(Workers’ Compensation Benefit)을 받을 

수 있음을 보험회사에 환기시킴(2020. 4. 6)220)

217) 윤성훈(2021)

218)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4-2020.cfm

219)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6

220)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6-2020.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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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응급서비스, 식품 생산, 영업, 배달 등 최전방 직업의 근로자들을 포함함

○ 뉴욕주는 보험회사와 여행사에게 전염병 사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CFAR: Cancel For Any Reason) 여행보험 상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2020. 

3. 6)221)

∙ CFAR 여행보험 상품은 소비자가 표준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계

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함께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 않도록 함

- 해당 상품은 표준 여행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40~60% 가량 높고, 전염병 

등의 이유로 여행 취소 시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함222)223)

∙ 검사비용, 응급실 이용 및 긴급치료 비용, 진료소 방문 비용 등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 적용함

∙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계약되지 않은 기관(Out-of-network)이 제공하는 의료서비

스도 보장하고,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처방약 부족 시 타 약물 사전승인 규제 완

화 등도 권고함

○ 코로나19로 인한 응급 의료 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장치

를 이용한 의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

∙ 미국의 보험회사인 Blue Cross 및 Blue Shield of Oklahoma는 가입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청하면, 훈련받은 의료진이 방문하여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

는 ‘DispatchHealth’ 서비스를 제공함

221)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4

222) CDI, “Bulletin: COVID-19 Screening and Testing”(http://www.insurance.ca.gov/0250-insurers/03

00-insurers/0200-bulletins/bulletin-notices-commiss-opinion/upload/COVID-19-Screening-and-

Testing.pdf)

223)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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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자 지원

○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코로나19 긴급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60일간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을 요청함224)225)

∙ 2020년 3월 30일, 뉴욕주는 긴급규제를 적용해 생명보험료 납부 최대 90일, 손해

보험료 납부 최대 60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226)

○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와중에 식품, 의약품 및 비상의약품 등 필수 비즈니

스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227)의 경우 개인 자동차보험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촉구함(2020. 4. 10)228)

∙ 개인 자동차보험, 스쿠터 보험 등에 필수 비즈니스의 배달 보장(Delivery Coverage) 

추가, 필수 비즈니스 기업의 자동차보험에 추가적인 피보험자 등록 등을 요청함

○ 캘리포니아주는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 긴급상황 동안 재정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와 기업

들에게 최소 3, 4월229) 동안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해 주도록 함(2020. 4. 13)230)

∙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자택대피명령, 기업 강제폐쇄명령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고 또는 손실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UC Davis의 특별보고서231)에 따르면, 차량운행량 감소로 인해 고속도로 및 도

로에서의 사고, 부상,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음

224) CDI, “Notice: 60-Day Grace Period for Insurance Premium Payments Due to the Disruption Caus

ed by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

00-press-releases/2020/upload/nr030-BillingGracePeriodNotice03182020.pdf)

225)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7

226) https://www.dfs.ny.gov/press_releases/pr202003301

227) 배달서비스 근로자는 미 국토안보부에서 필수 핵심 인프라 근로자(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ers)

로 정한 총 16개 분야 근로자에 해당됨

228)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7-2020.cfm

229) 자택 대피 명령(Shelter-in-place)이 연장될 경우 5월분까지 포함함

230)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8-2020.cfm

231) Special Report on the Impact of COVID-19 on California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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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유럽 보험감독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는 코로나19가 가계 및 기업에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EU 보험 분야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발표함232)

∙ EIOPA 각국 금융당국에 2019년에 대한 감독보고(Supervisory Reporting) 및 

공개(Public Disclosure)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EIOPA는 정보 요청 및 업계와의 협의를 현재 시장상황의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

링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로 제한함

∙ EIOPA는 2020 Solvency II 검토에 대한 전체 영향 평가 마감일을 2020년 6월 1일로 

2개월 연장함

나. 보험계약자 지원

○ FCA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 소비자 및 보험회사를 지원하기 위

해 지침을 마련함233)234)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해지를 금지함 

∙ 여행 및 휴가, 이벤트의 취소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침을 발표함235)

232)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 /

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233) FCA(2020. 10. 21), “Coronavirus and customers in financial difficulty: additional guidance for 

insurance and premium finance firms”, Draft guidance

234) FCA(2020. 10. 30), “Coronavirus and customers in financial difficulty: additional guidance for 

insurance and premium finance firms”, Finalised Guidance

235) FCA(2020. 10. 2), “Cancellations and refunds - helping consumers with rights and routes to 

refunds”, Finalised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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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코

로나19 Support Fund’를 출범하고 코로나19 지원 기금을 모금하고 있음236)

∙ 현재 1억 파운드 이상이 모금되었으며 보험산업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8,400만 파운드가 모금되었음

∙ 해당 펀드에는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 영국보험중개인협회

(BIBA: British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 런던시장그룹(LMG: London Market 

Group), 국제보험언더라이팅협회(IUA: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가 참

여함

∙ 모금액은 지역사회 및 자선단체에 지원될 예정임

○ FCA는 기업휴지보험과 관련하여 계약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선언을 공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임237)

∙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청구 및 불

만사항 처리 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238) 약 6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 700개

의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21가지 유형 중 12가지 유형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239)

○ EIOP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19의 보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를 발행함240) 

∙ 약관내용 확인, 비상상황 시 보험회사 플랜, 사기 주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36) https://www.covid19support.org.uk/

237) FCA(2020. 5. 15),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 High Court test case”

238) FCA(2020. 6. 17),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Finalised guidance for firms”, 

Finalised guidance 

239) FCA(2020. 12. 11), “Draft guidance: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 proving the 

presence of coronavirus (Covid-19)”

240) EIOPA(2020. 4. 24), “CONSUMER GUIDE: Understand your insurance coverage during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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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유럽 보험감독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의 조치를 따름241)

나. 보험계약자 지원

○ 독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지원금 지급 또는 구호 기금을 마련하는 등 코

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독일의 주요 보험회사인 Allianz, HUK, ADAC 등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242)243)

- 주행거리가 적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보험료를 인하

할 계획임

∙ Gothaer는 운송업자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Allianz는 보

험 규정 적용을 완화하고, 보장을 확대하고 있음

∙ Generali Group은 긴급 구호 기금 3천만 유로를 마련하고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해 신용보험회사에 300억 유로를 지원하

기로 하였으며, 건전한 기업이 부도 위기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짐244)

241)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242) DHZ(2020. 6. 22), “Warum manche Autofahrer Geld zurück bekommen dank Corona”

243) DHZ(2020. 4. 24), “Corona-Krise: Kfz-Versicherungen wollen Geld erstatten”

244) Euler Hermes(2020. 4. 16), “Covid-19: A protective shield for German companies and suppliers”



Ⅲ. 각국 보험산업 대응 77

5. 일본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일본 금융청은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 후속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각 금융기관에 요청함

∙ (공시자료 제출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사정으로 기한 내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한 

유가증권보고서, 사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승인하에 

제출기한을 연장함

∙ (보험회사 핫라인 구축)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질의에 

관해 소비자 핫라인 구축을 2020년 2월 28일 요청함

∙ (재택근무 요청)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4. 7)에 따라 일부 재택근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에 요청함245)

∙ (고용유지 요청)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후속조치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취업 내정자 등의 고용유지를 각 금융단체에 요청함246)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면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

을 실시 중임247)

∙ (보험설계사 소득 보상)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과 후코쿠(富国)생명은 2020년 

4월부터 전년도 평균 급여를 보장하고 있음

나. 보험계약자 지원

○ 일본 금융청은 코로나19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및 계약 유지가 곤란하므로 업무 간소화 

조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조치를 보험협회에 요청하였으며(3. 13)248) 보험업계는 다음과 

같은 자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시 중임249)

245) 金融庁 報道資料(2020. 4. 13)

246) 金融庁 報道資料(2020. 4. 17)

247) http://www.olis.or.jp/pdf/asia_report0021jp.pdf

248) 金融庁 報道資料(2020. 3. 13)

249) 日本生命保險協會 News Release(2020. 3. 17); 日本損害保險協會 News Release(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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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연장)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생명보험보험료 납입 유예기

간을 보험상품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계약갱신기한 연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 갱신기간 도래 등 계약자가 계약갱

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갱신 일자를 조정함

- 또한 계약 갱신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면 갱신일을 소급하

여 절차를 진행함

∙ (청구 절차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 급부금, 해약

환급금, 약관대출 신청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서류 간편화를 실시함

∙ (재택근무, 고용유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따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휴가 제

공, 파트타임 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함

○ 또한 일본 보험업계는 금융청(4. 10)에 따라 코로나19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 확대 해

석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보험회사는 실정에 맞게 실시 중임250)

∙ (재해사망금 지급) 생명보험업계는 사망보험 등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등이 코로나

19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증액형 재해사망 보험금

을 지급하고 있음

∙ (휴업보상금 지급) 손해보험업계는 휴업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계약자 

본인, 종업원, 고객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휴업할 경우 2월부터 소급하여 휴

업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 여부 공시) 각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사 판매 중인 보

험상품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시 보상 확대 및 보상 여부를 공시하고 있음251)

○ 일본 보험업계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자 지원 대책을 회사 실정에 맞게 실시함252)

∙ (자택･호텔 요양 시 급부) 생명보험업계는 정부가 숙박시설과 자택 등을 코로나19 

무증상･경증자 임시 요양시설로 허용함에 따라 계약자가 의사 진단서 제출시 호

텔이나 자택에서 요양할 경우에도 입원 급부금을 지급함253)

250)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News Release(2020. 12. 21)’

251)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26690R00C20A5XY0000/?n_cid=SPTMG002

252) 니혼생명(https://www.nissay.co.jp/coronavirusoshirase/); 도쿄해상(https://www.tokiomarine-nichid

o.co.jp/company/news/200302_01.html)

253) 日本経済新聞(2020. 4. 6), ホテル・自宅療養も入院扱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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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입원하지 못하고 임시시설에서 입원과 동

일형태로 요양을 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조기 퇴원한 경우로 한정함

∙ (본인 확인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본인 확인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을 실시 중임

∙ (원격진료 보상) 정부가 코로나19 원격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전화나 인터넷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통원급부금을 지급함254)

∙ (무이자 약관대출) 정부의 무이자 대출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신

규로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무이자 약관대출을 제공함

∙ (기업 대출상환 조건 완화) 기업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도래할 기업에게 상환 연장 

등 대출 상환 조건 완화를 실시함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대책을 마련함255)

∙ (해외여행자보험 자동 연장)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여행에서 귀국 

후 호텔 등 시설에서 자동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택으

로 귀가 시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함

∙ (상해보험금 지급) 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험금 청구  

시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6. 중국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은보감회는 보험회사가 피해 지역, 피해 기업 및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서비

스 제공을 권장함256)

∙ (피해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시휴업, 영업시간 조

254) 日本経済新聞(2020. 5. 4), 生保が新型コロナで特例対応
255) 日本経済新聞(2020. 4. 26), 新型コロナで旅行キャンセル

256)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1), “关于加强银行业保险业金融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

的通知”;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金融服务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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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을 안내함

∙ (피해 고객에 대한 보장 제공)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코로나

19 피해를 보상하고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청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함

∙ (방역 관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장 강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에 

대해 상해보험, 건강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피해 기업에 대해 보험

료 감면,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제공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에 필

요한 다양한 보장서비스를 강화함

∙ (농업 생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 제공)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업보험의 보장범

위를 확대함

∙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원격기술을 활용한 비

현장 사고 사정 방식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함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보험금 청구 접수채널 개설,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및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 취소와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보험증권 생략, 보험금 선지급, 병원비 선결제를 포함

하며, 취소된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은 면책기간, 지정병원 이용제한, 자기부담한

도가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일반 시민에게 온라인진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코로나19 방역 정

보를 무료로 제공함

∙ 중국평안보험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굿닥터와 함께 보험회사의 

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은보감회는 질병 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

상품 개발을 금지했으며,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하도록 권고함257)

∙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했지만 은보감회에서 승

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 보험회사는 은보감회의 권고를 고려해 기판매 보험상

품의 보장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257) 中国政府网(2020. 2), “国务院联防联控机制权威发布(2020年2月15日14时)文字实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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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자 지원258)

○ 보험회사는 기판매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 중국 정부는 기본의료보험 및 재정지출로 코로나19의 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지

만, 중국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치료비용 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보험금, 입원일당의 지급을 제공함

∙ 2020년 2월 24일 기준 70개 보험회사는 1,210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코로나19를 보장범위에서 포함시켰음

- 다만 대부분 보험회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보장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설정함

○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경영

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해 줌

∙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및 확산세가 심각한 저장성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어

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를 해줌

○ 많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 경찰, 기자 및 

배달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중국인수생명은 우한시에서 일하는 18만 명의 의료진에게 보험가입금액이 9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며, 양광생명은 우한시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에게 보험가입금액이 1,0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조업 재개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발로 

인한 영업중지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개발함259)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거나 제공

하더라고 코로나19로 비롯한 법정감염병을 보장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 이

후 코로나19까지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신규 개발함

∙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의 기업보험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새

롭게 포함시켰음

258) 国务院(2020. 4), “保险业全面升级疫情理赔服务捐赠专属产品保额逾千亿”

259) 财经网(2020. 4), ““营业中断险”后又推“复工复产险” 国内保险公司如何打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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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강성 닝보시(宁波市)에서 지방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기업휴지보험료의 50%까지 부담해줌

7. 대만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2020년 1월 22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 법정감염병 대응조치』260)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발표함261)

∙ 동 대응조치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0800무료전화 개통, 코로나19 방역 홍보 강화, 

보험금 지급 신속 처리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또한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가 보험상품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로금이나 기타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 2020년 2월 21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사이비해킹이 늘어나고 있

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회사에게 사이버보안 강화를 요구함

∙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코로나19 정보로 사칭

한 이메일 및 악성프로그램을 주요 위협 대상으로 제시함

∙ 또한 2020년 5월 4일 대만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보안 위협과 대응방안에 따라 시

이버보안을 강화하도록 명시함

○ 2020년 3월 10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가입자가 코로나19에 대한 보장을 받

을 수 있도록 법정감염병의 면책기간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상품을 기존 허가제 대신 등

록제로 판매할 수 있다고 허용함262)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대료 감면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부

동산 투자 자산의 인정 기준을 완화함263)

260) 동 규정은 사스가 발생한 이후 2014년에 제정됐으며 보험회사의 법정감염병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261)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1), “金管會督導保險業啟動因應法定傳染病相關應變措施事宜”

262)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3), “金管會就保險業者針對「嚴重特殊傳染性肺炎」推出縮短或取消等待期間醫療保險

商品之說明”

263)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衝擊, 金管會近期將發布「保險業辦理不動產投資有關

即時利用並有收益之認定標準及處理原則」之相關暫行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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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보험회사를 대

상으로 임대율 및 수익률이 부동산 자산 인정 기준에 미달해도 해당 부동산을 부

동산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나. 보험계약자 지원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입 유예, 약관대출의 이

자상환 유예 처리와 같은 보험서비스를 공시하도록 요구함264)

∙ 또한 코로나19까지 보장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대다수 보험회사는 기판매 보험상

품의 약관을 수정하여 면책조항을 취소함265)

○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코로나19까지 보장하는 건강보

험 신상품을 출시함266)

∙ 푸본생명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했고, 

신광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장기 입원 시 생활보조금, 중환자실 

입원 시 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대만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일부 보험회사는 법정감염병 격리 대상자 및 확진자를 보상하는 개인손해배상보험 신상품

을 개발함

∙ 푸본손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및 위로금을 지급

하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267)

∙ 대만산물손보가 개발한 상품은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및 최고 보장한도는 

각각 500대만 달러, 10만 대만 달러임268)

∙ 대만산물손보가 판매한 상품은 확진자가 아닌 격리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월 중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함

264)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金管會保險局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COVID-19)防疫措施專區, 專區說明”

265) 好險在這裏(2020. 3), “69種法定傳染病可免等待期,武漢肺炎保單已上市”

266) 富邦人壽(2020. 3), “富邦人壽推全台首張法定傳染病定期健康險「金」放心”; 新光人壽(2020. 4), “新壽推「活力

罩」醫療險 防疫有保障”; 台灣人壽(2020. 4), “全民抗疫･台灣人壽推「安心365」防疫保單上市”

267) 富邦產險(2020. 4), “富邦產險推出業界首創個人防疫保險商品 民眾若因法定傳染病須進行居家隔離將可獲得保障!”

268) 工商時報(2020. 12), “臺灣產險 首創個人防疫保險商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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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5일 대만산물손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일부러 방문

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발생 우려로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함269)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함

∙ 남산(南山)손보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최고 60만 대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함270)

∙ 대만산물손보는 영업손실비용,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법정감염병 

격리 대상자 및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비용 및 영업장소 소득비용을 보장함271)

8. 호주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호주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 및 영구장애(TPD: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보험금 청구에 관한 지원책을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272)

∙ 의료종사자가 생명보험에 가입 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잠재적 노출 가

능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영구장애(TPD)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되거나 혹은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장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3월 

31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이뤄져야 함

○ 호주의 보험 청구 전문 에이전트인 Gallagher Bassett(GB)는 영상기술 활용을 통해 팬

데믹 사태에 대응하고 있음273)

∙ 동사는 WebEx, FaceTime, Zoom을 비롯한 다양한 원격 기술을 통해 보험 계약

269) 現代保險(2021. 1), “「防疫保單」為什麼停售？ 保險局、學者這樣看！”

270) 南山產物(2020. 3), “中小企業主的戰「疫」護盾！南山產物推「金防疫」專案”

271) 經濟日報(2020. 11), “臺灣產物保險秋冬防疫專案 提供企業四大保障”

272) FSC(2020. 7. 27), Media Release, “Life Insurance Covid Initiatives extended”

273) https://www.insurancebusinessmag.com/au/news/breaking-news/gallagher-bassett-responds-to

-covid19-219258.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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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영상을 통해 손실을 측

정하고 있음

○ 고용인 지시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부상에 

대해서도 근로자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을 신청할 수 있음274)

∙ 가계성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포함하지 않으나 많은 호주인이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사들 또한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

나. 보험계약자 지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항소법원은 기업활동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시범케이스(Test case)에서 

판결을 내림275)

∙ 항소 법원은 보험금 면제 조항에서 설명하는 ‘검역법’이 코로나19를 포함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검역법 면제 조항으로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거나 보류된 피보험자는 보험

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됨

∙ IAG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7억 5,000만 호

주달러를 준비 중인 상황임

○ NRMA Insurance, CGU, WFI, SGIO, SGIC 보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호주 최대 

보험사인 IAG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함276)

∙ 이행되지 않은 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 보험 취소 시 관리비 또는 취소 수수료 없

이 보험료 전액을 환불함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 

연기함

∙ 보험 상품을 취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비 차감없이 보험료 미사용분을 환불함

274) https://www.insurancecouncil.com.au/issues-submissions/covid-19

275)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4669&Type=eDaily

276) https://www.iag.com.au/how-were-helping-our-customers-durin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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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건물을 폐쇄하는 소기업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금액을 변경

하지 않고 유지 가능함

∙ 이 밖에도 IGA는 직원의 9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고객서비스 부분에 

최대 400명의 직원이 추가로 고용되어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하는 고객 니즈를 충

족시키고 있음

9. 싱가포르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2020년 9월 1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위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였

고,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1차 지원이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추

가적인 연장조치를 취함277)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기 혹은 상품 갱신 시기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연기가 가능함

∙ 보험료 납부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유예(DPP: Deferred Premium Payment)에 관

한 다음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 ① 3개월 분할 납입

- ② 보험료 납입 유예(DPP) 3개월 추가 연장

- ③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옵션(예: 보험료 자동대출납입,278) 감액완납 등) 

중 선택

나. 보험계약자 지원

277) https://www.lia.org.sg/media/2661/20200918_lia-media-release_further-initiatives-to-assist-poli

cyholders_for-covid-19.pdf

278)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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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는 2020년 9월 18일 보험계약자가 유연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분

할 납부하도록 지원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함

∙ 지원 방법은 각 보험사에 개별 문의하며 신청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환자가 치료시설인 CCF(Community 

Care Facility) 또는 CRF(Community Recovery Facility)로 이송될 경우 최대 14일간 

현금 보장 혜택을 지원한다고 발표함279)

∙ CCF 또는 CRF 시설 입원은 환자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퇴원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따라서 현금 지원은 병원 

입원 중 발생한 비용과 별도로 추가 지원됨 

○ AIG Asia Pacific Insurance, Chubb Insurance Singapore, HL Assurance는 코로

나19 관련 치료 및 입원 비용에 대해 최소 30,000싱가포르 달러를 보장하는 여행 보험 

상품을 개발함280)

∙ 이 같은 여행 보험 상품은 싱가포르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싱가포르 창이공항그

룹 및 싱가포르 관광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외국인 방문

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됨

∙ 싱가포르 보건부는 싱가포르 내륙을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립 병원 청구서 기준 치료 비용이 최소 30,000싱가포르 달러가 부과된

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동 여행 보험 상품은 이들 보험사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며 보험료는 

최소 5.35싱가포르 달러임

279) https://www.lia.org.sg/media/2550/200505_lia-gia-release_extend-daily-hospital-cash-benefit-c

over.pdf

280) https://www.stb.gov.sg/content/stb/en/media-centre/media-releases/New-insurance-coverage-

for-inbound-travellers-to-cover-Covid-19-related-costs-in-Singapo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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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결

○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각국의 코로나19의 피해상황과 의료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보험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요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완화함

- 보험계약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행자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

준, 휴가 및 이벤트의 취소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

침을 발표함

∙ 코로나19가 보험약관상 보험금･급부 지급 사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관을 확대 

해석하거나 상품상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각 보험협회에 요청하기도 함

∙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보험처리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주요국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국의 보험시장 

상황에 맞게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환불, 보장범위 확대,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함

∙ 일부 보험회사들은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코

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함 

○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대만, 싱가포르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함 

∙ 그러나 중국은 경험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관련 신상품 개발을 금지함

- 신상품에 대한 역선택으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신상품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