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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현황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거의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

움이 가중되었음

∙ 코로나19는 사업의 중단 및 제한, 공급망의 붕괴, 수요 부진, 근로자의 소득 감소

와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3)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과 매출액은 각각 83.1%와 48.5%로 나

타남

∙ 이와 같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

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과 단축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함께 종업원 급여, 유

지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 증가와 같은 영업중단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

정임

○ 최근 코로나19가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인 1,000개 중소기업의 영업에 미친 영향을 설

문조사한 결과4)에 따르면, 모든 업종에 걸쳐 약 82%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

답함

∙ 교육 및 개인 서비스업은 응답 대상의 100%, 숙박 및 음식업의 98.5%, 제조업의 

경우 74.3%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 피해유형은 매출 감소(87.4%), 방역소독 비용 증가(21.5%), 영업중단과 휴무로 인

한 생산차질(14.6%)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수혜의 비중은 조사 대상 

3) 중소벤처기업부(2020), 「중소기업 기본통계」

4) IBK경제연구소(2020. 6. 28),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Ⅱ. 국내 현황 5

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해당자금을 인건비 지출(82.3%), 

임대료 납부(25.0%), 원자재 구매(16.7%)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응답함

○ 위와 같은 국내의 상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관리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와 보험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

원금 지급, 대출 확대, 지급보증 등의 지원을 해왔지만 정부의 직접 원조는 코로

나19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 따라서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향후 팬데믹으로 인

해 발생할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 현황 

1) 서비스업 매출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2020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경기장 운영업(△

100.0%)이 2020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다음으로 여행사업(△90.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88.6%), 항공 여객 운송

업(△88.4%),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77.1%)의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

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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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
105.9

(△1.1)
104.8

(△3.4)
103.5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9.3

(△22.4)
65.8

(△40.3)
71.2

(△33.8)

운수 및 창고업
89.9

(△9.2)
86.8

(△18.5)
93.3

(△16.1)

숙박 및 음식점업
82.4

(△16.5)
81.2

(△16.9)
77.6

(△15.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7.2

(△5.0)
95.4

(△12.6)
99.3

(△9.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0.4

(△9.9)
93.2

(△7.5)
85.6

(△5.2)

교육 서비스업
95.9

(△4.9)
93.6

(△5.50
97.6

(△4.2)

도매 및 소매업
101.1

(△3.1)
101.5

(△4.1)
98.7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5
(2.2)

102.6
(△1.4)

92.2
(△0.7)

정보통신업
107.6
(4.6)

109.1
(1.9)

106.8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4.9
(4.1)

131.3
(2.0)

132.2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0.9
(6.7)

110.3
(2.9)

101.3
(1.4)

부동산업
109.0
(10.5)

104.0
(5.8)

109.3
(6.0)

금융 및 보험업
137.9
(9.2)

132.3
(11.5)

127.3
(16.5)

주: 1)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이며 괄호는 전년도 동 분기 대비 증감률임

2) 음영으로 표시한 업종은 소･중･대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표 Ⅱ-1> 2020년 분기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단위: 20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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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영향

○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5) 코로나19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6개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매출액 대비 5개월(2020년 2~6월) 평균 48.5% 감소함6)

∙ 관광･여가･숙박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이 12주(2020. 4. 20~2020. 6. 22) 평균 

-61.7%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54.2%), 의류･신발･화장

품(△42.5%), 음식점(△40.1%), 가공식품･종합소매(△38.4%), 농･축･수산물(36.5%) 

순으로 나타남

주: 6개 업종의 12주(4월 20일~6월 22일) 평균 매출액 감소율임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 각 주차별 

<그림 Ⅱ-1>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5)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증가 혹은 동일수준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반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매

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아짐(중소기업중앙회(2020. 9), p.4 참조바람)

6)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 각 주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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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함

∙ 2020년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7)에게 1~2백만 원의 현

금을 지원하였고, 2021년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1~3백만 원을 지원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년 7월 말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

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를 받고 있음

-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실

시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임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청구서와 함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

로 생존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

∙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연매출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

으로 총 140만 원(70만 원씩 2개월)을 지원함

∙ 인천･대전･충북 등에서도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자금,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7)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집합금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업

종 소상공인에게는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 1백만 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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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발표일 지원사업 구분 지원금액 지원규모

현금
지원

2021. 1. 1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3백만 원
4조 

1천억 원
영업제한 2백만 원

일반업종* 1백만 원

2020. 9. 2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2백만 원

3.3조 원영업제한 1.5백만 원

일반업종* 1백만 원

금융
지원

2021. 1. 25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집합금지
최대 1천만 원
임차료 지원

(1.9% 고정금리)
1조 원

2021. 1. 18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집합제한

최대 1천만 원
(5년간 2~4%대)

* 첫 해 보증료 면제
* 2년차 이후 보증료: 0.6%

3조 원

2020. 12. 9
소상공인 

긴급융자지원
긴급대출

2천만 원
* 특별피해업종 1천만 원 

추가 지원
3천억 원

2020. 4. 1

소상공인 
긴급유동성 

공급

1차
최대 3천만 원

(1~5년간 1.5%)
16조 

4천억 원

2020. 5. 18 2차

최대 2천만 원
(5년간 2~4%)

* 2020. 9 한도 확대
* 2021. 1 금리 인하

10조 원

기타
지원

2020. 9. 24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직장려수당 50만 원

1천억 원
점포철거지원

평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2020. 4.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최대 3백만 원
지자체 
예산 내

주: 1) 별표(*) 표시는 조건부 지원을 뜻함

2) 2021년 1월 25일 기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기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Ⅱ-2>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 위와 같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보상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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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24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의 확대를 통해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가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이나 축소로 인한 손실에 대

한 보상금 지급은 동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 현재 국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

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 및 심의하고 있음

∙ 202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각 법안의 세부 

내용은 상이하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 공통된 목적임

∙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

졌으나, 세부 내용과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함

의안명 건수 제안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외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및 이외의 자에게 손실보상,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 감액, 
지급 취소,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의안번호 2108428)

- 상시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감면(의안번호 2107652)
-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 비용 지원(의안번호 2107403, 2107807)
- 임대료 지원(의안번호 2106853, 2106845)
- 배달료, 포장용기 등 비용 지원(의안번호 2106802)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에 사용(의안번호 2107738)
- 대출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의안번호 2107845)
-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의안번호 2107915)
- 집합금지(매출손실액의 50% 이상), 집합제한(매출손실액의 30% 이상) 

업종 손실보상(의안번호 2108036)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기초 공공요금 감면(의안번호 2108463)

<표 Ⅱ-3>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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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계속

의안명 건수 제안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대출이자･사회보험료･세제･공과금 감면 등 소
상공인 지원(의안번호 2107918, 2107383)

- 조세, 각종 대출･융자･이자의 납부 및 상환기간 유예, 무이자 추가 대출 
허가 등(의안번호 2108027)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건

- 감염병 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 설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정비
용 전부 혹은 일부 보상,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 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특별재난국채 발행 등(의안번호 2107819)

- 집합금지(매출손실액 70% 범위 내), 그 외 업종(매출손실액 50~60% 
범위 내) 손실보상, 전 국민 대상 50만 원 범위 내 위로금 지급,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공과금 인하･감면, 소급적용 등(의안번호 2107601)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3. 소상공인 대상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가능성 검토

가.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소송이 급

증하고 있으며,8)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보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현재 국내 보

험회사들이 제공하는 기업휴지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5개 업

종9)을 대상으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8) 손민숙(2020. 7. 6)

9) 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④ 교육 서비스업, 

⑤ 도매 및 소매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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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출액과 휴업손실 리스크 규모

1) 매출액 규모

○ 2019년 기준 주요 5개 서비스 업종의 기업별 4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48.5% 감소를 가

정10)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업종의 기업별로 추정한 연간 매출액 손실은 도매 및 

소매업이 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4개 업종은 2~5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구분

업종 구분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2015 68,999 630,641 142,476 92,713 3,307,587

2016 75,147 665,875 147,044 93,960 3,328,561

2017 81,956 715,234 135,436 98,896 3,492,538

2018 88,374 757,615 143,723 104,461 3,541,205

기업 수

2015 115,372 714,330 321,356 169,053 1,448,951

2016 128,664 719,767 333,682 177,393 1,476,812

2017 136,491 727,721 321,497 184,489 1,506,535

2018 139,109 734,324 334,385 195,503 1,544,986

기업별
평균

매출액

2015 0.60 0.88 0.44 0.55 2.28

2016 0.58 0.93 0.44 0.53 2.25

2017 0.60 0.98 0.42 0.54 2.32

2018 0.64 1.03 0.43 0.53 2.29

기업별 연평균 매출액 0.60 0.96 0.43 0.54 2.29

CAGR 2.0 5.3 -1.0 -0.9 0.1

기업별 추정 매출액 
손실

0.3 0.5 0.2 0.3 1.1

주: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대분류 구분이며, 코로나19 주요 영향 업종 상위 5개를 대상으로 함

2) 기업별 추정 매출액 손실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매출

액 48.5% 손실을 가정함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본통계」

<표 Ⅱ-4>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개, %)

10) 이는 2020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주요 6개 업종의 소상공인 매

출액이 코로나19 이전 매출액 대비 5개월(2020년 2~6월) 평균 48.5% 감소에서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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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중단 손실액 추정

○ 소상공인들의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추정을 위해 이기형･한상용(2009)에서 사용한 방

식11) 중 가산방식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

단 손실 규모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음

∙ 영업중단 손실액 = 총이익 = 영업손익 + 고정비12)     (가산방식)

= 순매출액13) – 변동비              (차액방식)

○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추정 결과, 2019년 기준 주요 5개 서비스 업종 중 중소기업의 1

년간 영업중단 손실은 약 382.5조 원 정도로 추정됨

∙ 도매 및 소매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이 354.9조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숙박 

및 음식점업(9.6조 원), 교육 서비스업(4.7조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

스업(6.3조 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4)(7.0조 원) 등으로 나타남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서비스업 881.8 909.8 950.8 1,016.0 1,075.2 1,121.5

도매 및 소매업
전체 491.3 487.9 504.1 537.5 580.0 597.1

중소기업 293.7 284.1 296.6 313.1 335.8 354.9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6.8 18.0 19.5 19.6 21.2 23.6

중소기업 6.1 7.0 7.5 7.4 8.2 9.6

교육 서비스업
전체 3.8 5.0 5.5 5.7 6.0 7.0

중소기업 2.7 3.3 3.6 3.6 3.9 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체 16.0 16.5 17.6 17.0 17.9 19.6

중소기업 3.8 3.9 4.3 4.4 4.9 6.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4.2 5.0 5.4 5.9 6.2 7.0

주: 1) 영업중단 손실액 = 영업손익 + 고정비

2)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종합 데이터로 대체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표 Ⅱ-5>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1년 휴업 가정)

(단위: 조 원)

11) 이기형･한상용(2009. 3), p. 48을 참조바람

12) 고정비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의 서비스업 고정비 대 매출액(Fixed costs to sales) 비율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고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외비용은 차감함

13)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환입액 + 에누리액 + 매출할인)

1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수 없는 관계로 전체 통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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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중단 기간을 1년보다 작은 기간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영업중단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2019년 기준 주요 5개 서비스 업종 중 중소기업의 1개월 영업중단 손실은 약 

31.9조 원으로 추정되고, 월 평균 매출액 48.5% 감소를 가정할 경우 약 15.5조 원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14.3조 원), 숙박 및 음식점업(4천억 원), 교육 및 서

비스업(2천억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천억 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업종 1년 9개월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전체 서비스업 1,121.5 841.1 560.8 280.4 186.9 93.5

도매 및 소매업
전체 597.1 447.8 298.6 149.3 99.5 49.8

중소기업 354.9 266.2 177.5 88.7 59.2 29.6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23.6 17.7 11.8 5.9 3.9 2.0

중소기업 9.6 7.2 4.8 2.4 1.6 0.8

교육 서비스업
전체 7.0 5.3 3.5 1.8 1.2 0.6

중소기업 4.7 3.5 2.4 1.2 0.8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체 19.6 14.7 9.8 4.9 3.3 1.6

중소기업 6.3 4.7 3.2 1.6 1.1 0.5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7.0 5.3 3.5 1.8 1.2 0.6

주: 1) 2019년 기준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임

2) 영업중단 손실액 = 영업손익 + 고정비

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통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구분되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표 Ⅱ-6>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휴업기간별)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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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1년 9개월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전체 서비스업 543.9 407.9 272.0 136.0 90.7 45.3 

도매 및 소매업
전체 289.6 217.2 144.8 72.4 48.3 24.1 

중소기업 172.1 129.1 86.1 43.0 28.7 14.3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1.4 8.6 5.7 2.9 1.9 1.0 

중소기업 4.7 3.5 2.3 1.2 0.8 0.4 

교육 서비스업
전체 3.4 2.5 1.7 0.8 0.6 0.3 

중소기업 2.3 1.7 1.1 0.6 0.4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체 9.5 7.1 4.8 2.4 1.6 0.8 

중소기업 3.1 2.3 1.5 0.8 0.5 0.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3.4 2.5 1.7 0.8 0.6 0.3 

주: 1) 2019년 기준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임

2) 영업중단 손실액 = 영업손익 + 고정비

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통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구분되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표 Ⅱ-7>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매출액 48.5% 감소 가정)

(단위: 조 원)

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가능성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적인 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의 활

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등에 따른 물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재물보험과 달

리 화재나 폭발 등 담보 리스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영업이익과 지속적

으로 지출되는 경상비와 같은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 현재 국내의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에 기업휴지 손해담보 특약을 첨

부하는 방식이나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과 함께 담보되고 있음

-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담보리스크를 살펴보면,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특약에

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리스크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형태의 리스크의 경우 특

약을 첨부한 경우에 담보가 가능함

- 재산종합보험에서는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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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중단 손실을 보장범위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태며 물적 손실을 동

반하지 않은 감염병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영업이 중단되고 단축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기업휴지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물적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은 국내에서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가입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 2019년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의 계약 건수는 8,613건으로 전체 활동기업 수 

653만 개와 대비하여 가입률이 약 1.3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국내의 기업들은 감염병과 같은 비물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서는 기업휴지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팬데믹 리스크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2019년 기준 국내 기업휴지보험 원수보험료는 약 1,338억 원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수익상실 

및 고정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을 기준으로 상기 5개 서비스 업종(중소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

의 48.5% 손실을 가정하면 1개월 손해액은 약 15.5조 원으로, 이는 기업휴지보험 

원수보험료 1,338억 원의 약 116배이며, 2019년 국내 모든 손해보험회사의 기업

성 보험의 원수보험료인 3조 7천억 원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모습을 보임

∙ 이와 같은 수치는 민영 보험회사들이 단독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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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 건수 원수보험료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재물손해
130.8 155.7 166.7 7,743 7,562 7,508

(61.1) (59.6) (56.8) (72.0) (70.1) (70.3)

기계손해
31.6 32.3 27.4 786 737 701

(14.8) (12.4) (9.3) (7.3) (6.8) (6.6)

기업휴지손해
7.7 8.4 8.6 1,311 1,476 1,338

(3.6) (3.2) (2.9) (12.2) (13.7) (12.5)

배상책임손해
44.1 64.9 90.7 916 1,012 1,127

(20.6) (24.8) (30.9) (8.5) (9.4) (10.6)

합계
214 261 293 10,756 10,787 10,673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괄호는 구성비임

자료: 보험개발원(2020. 9)

<표 Ⅱ-8> 재산종합보험 연도별･담보별 계약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 위와 같은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인 보험회

사와 공공부문인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장을 위해 현재 정부 주도로 재난 지원금 등

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무한정의 자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정부가 팬데믹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

를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은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이는 국가 채무의 증가를 가져

와 현재와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 민영 보험회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단독으로는 부보할 수 없

는 실정에 있으므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공급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정부 간

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지원은 불확실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절

차가 복잡하지만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

실을 보상할 경우, 사업자들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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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경험한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계획을 밝힘15)

∙ 동 계획은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험산업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정부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중단이나 단축 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

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와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

태로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러나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팬

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중단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협력 방안의 구

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15) 한국일보(2021. 2. 8), “재난지원금 부족, 보험으로 해결? 손보협회 “팬데믹 보험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