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한국의 지진보험 현황

1. 개요

상당한 수준의 지진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통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성 지진보험인 풍수해

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일부 보험 소비자들은 

화재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영보험인 화재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지진담보특약이 정책성 

지진보험의 공백을 메워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풍수해보험 및 

화재보험·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의 시장 현황, 상품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2. 정책성 지진보험(풍수해보험)

가. 개요

풍수해보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해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일

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은 보험사업의 관장 주체, 보험목적

물, 피보험자, 보험사업자, 정부의 재정 지원, 보험상품, 손해사정, 준비금의 운영, 재

보험 등 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보험사업자는 국민안전처 

장관과의 약정을 통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현재 5개 손해보험회

14) Ⅲ장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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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5)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Ⅱ-1>은 최근 7년간 풍수해보험 실적이다. 2009년 190,548건이었던 가입 건수

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계약 건수가 239,692건으로 2009년 대비 26%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 가입금액은 2조 4,481억 원에서 13조 608억 원으로 4.3배 가

까이 성장했다. 2009년 103억 원 이었던 보험료16)는 2배 가까이 증가해 2015년에는 

203억 원에 이르렀다. 2009년 13%였던 손해율은 2011년 발생한 송다, 망온, 무이파, 

난마돌과 같은 태풍의 영향으로 38%까지 올라갔고 2012년에는 태풍 덴빈, 볼라벤, 산

바 등의 영향으로 141%라는 높은 손해율을 보였다. 최창희(2017)에 조사된 바에 따

르면 풍수해보험 중 지진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은 전체 계약 건수에서 94.2%를 차지

했다.

<표 Ⅱ-1> 풍수해보험 최근 실적
(단위: 건수, 억 원)

연도　 건수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2009 190,548 24,481 103 11 13

2010 105,643 46,183 82 17.5 19

2011 143,845 64,139 132 38.6 38

2012 184,319 126,842 208 244.2 141

2013 225,279 139,439 190 40 65

2014 281,757 90,097 205 52.8 27

2015 239,692 130,608 203 34.6 30

주: 손해보험 통계 연보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Ⅱ, 풍수해보험 Ⅲ의 합산 자료임. 최창희(2017)의 ‘금감

원 집계 자료’에 차이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통계 연보

풍수해보험의 경우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와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보

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

15) DB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안내 

사이트(https://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none)를 참조함

16) 경과보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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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보험료17)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

험료 지원 비율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2> 풍수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중
(단위: %)

대상 계약자 부담
정부 지원

국고 지원 지방비

90% 보상형 45  : 48  : 8

80% 보상형 38  : 52  : 10

70% 보상형 38  : 52  : 10

차상위계층 24  : 61  : 15

기초생활수급자 14  : 68  : 18

자료: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참조

최근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200억 원 수준이다(<표 Ⅱ-1> 참조). 따라서 풍수해보

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정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수요가 증가해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 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보험상품

현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는 풍수해보험Ⅰ(주택, 온실), 풍

수해보험Ⅱ(단독·공동 주택 단체가입),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실손), 풍수해보험

Ⅴ(온실) 등이 있다.18)

2012년 ｢풍수해보험법｣ 개정19) 이전까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

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17) 영업보험료임

18)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풍수해보험Ⅰ, Ⅲ를 주로 판매함

19) 법률 제10224호, 2010. 3.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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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2012년 ｢풍수해보험법｣ 개정 이후 풍수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대해 

지진사고 손해를 담보에 포함시켰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표 Ⅱ-3>에 정의된 자연재

해로 인해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와 추가비용(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

용)을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상한다.

<표 Ⅱ-3>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

우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

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

변상황 및 제방 정비 상태를 고려한 수위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

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

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

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

상되는 경우

주: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하는 시점에서 풍수해보험(보상하는 손해) 재난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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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

험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

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는 보험목적 소재지에 대한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

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②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표 Ⅱ-4> 풍수해보험의 보상 내용

1. ｢상기 풍수해｣는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

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

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

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

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

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

인이 있는 경우

자료: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주요내용’ 참조

<표 Ⅱ-5>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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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③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

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

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국민안전처의 

확인이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 회사별 약관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

자료: A사 풍수해보험 약관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를 <표 Ⅱ-4>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20)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표 Ⅱ-4> 참조)이 ‘법에 정

해진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풍수

해보험 약관(<표 Ⅱ-5> 참조)은 보상하는 손해를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로 정하고 있어 두 설명 간

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설명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를 ‘법

에 정해진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로 설명하고 있어 2차사고로 발생한 손

해가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나 풍수해보험 약관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풍수해보험은 2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20)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풍수해보험 약관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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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

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7.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

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주: 회사별 약관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

자료: A사 풍수해보험 약관

<표 Ⅱ-6>은 풍수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 <표 Ⅱ-6>에는 통상 손해보험 

약관에서 면책으로 하는 고의·중과실, 도난·분실, 전쟁·내란·폭동·소요·노동

쟁의, 보험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 이외에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 폭발 손해, 침

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

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

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Ⅱ-7> 풍수해보험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 지급 조건

보장명 보험금 지급 사유

기본담보
주택 보험의 목적에 풍수해로 인한 직접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온실

선택담보 동산특별약관
주택 내 소재하는 동산에 풍수해로 인한 직접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선택담보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특별약관,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주: 회사별 약관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

자료: A사 풍수해보험 Ⅰ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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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보험목적물인 주택 또는 온실을 기본담보로 하고 보험계약자는 특

약에 가입해 주택 내 동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Ⅱ-7>). <표 Ⅱ

-5>와 <표 Ⅱ-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직접손해만

을 보상한다.

<표 Ⅱ-8> 풍수해보험 보장 내용 및 보험금 계산

피해유형

주택: 기본계약 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단독 공동

전파

50m2이하 3,500만 원 3,150만 원 4,000만 원 3,600만 원 4,500만 원 4,050만 원

50m2 초과

100만 원 ×
주택면적

(㎥) × 70%

90만 원 ×
주택면적

(㎥) × 70%

100만 원 ×
주택면적

(㎥) × 80%

90만 원 ×
주택면적

(㎥) × 80%

100만 원 ×
주택면적

(㎥) × 90%

90만 원 ×
주택면적

(㎥) × 9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25%

침수

50cm2 이하 14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50cm2 초과
80만 원 + {1만 2천 원 

× 주택면적(㎥)}
75만 원 + {1만 5천 원 

× 주택면적(㎥)}
70만 원 + {1만 8천 원 

× 주택면적(㎥)}

피해유형

주택: 선택계약 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동산

침수이외 기본 계약 보험금의 10% 지급

침수

30cm 이하: 90만 원 + [6천 원 × [주택면적(㎥)]

30cm 초과 ~ 100cm 이하: 기본계약 반파보험금

100cm 초과: 기본계약 전파보험금

피해유형
온실: 기본계약 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전파
기준단가 × 피해면적 

× 70%
기준단가 × 피해면적 

× 80%
기준단가 × 피해면적 

× 9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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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온실: 선택계약 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단순비닐

파손특약

온실의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 둔치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 둔치(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 대설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전파, 반파, 소파 등)과 동일함

기본담보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제거비용은 제외)<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구분 특약 및 기타 내용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주택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침수손해 부담보특약 주택의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

보험료분할납입특약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만 

가능(2회, 4회)

자료: 현대해상 풍수해보험 페이지(https://www.hi.co.kr/bin/PM/LT/PMLT4171G.jsp) 참조

<표 Ⅱ-8>은 풍수해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계산 방법이다. 먼저 풍수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파손 정도를 소파, 반파, 전파·유실21)로 구분하고 보험목적물

21) 손해 정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됨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

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

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파: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

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

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

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의 35%를 넘는 것이 명확할 때에도 반파

로 간주한다

소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

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벽의 5m2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

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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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손 정도와 보험목적물의 보험 가입 면적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80% 보장형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34평인 단독주택이 전파될 경우 보상액은 8,976만 

원이 된다.22) 풍수해보험은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이외에 침수 피해와 20만 

원 한도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1m2당 보험금이 90~100만 

원(평당 297~3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보험금이 보험 가입급액비율(70~90%)에 따

라 산정되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발생 손해액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

다.23) 풍수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50m2)에는 정액보상, 50m2 초

과인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비례해 보상한다.

다. 요율

풍수해보험법은 요율산출 원칙을 <표 Ⅱ-9>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

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 통계에 근거한 경험요율 

및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요율 등의 사용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풍수해보험의 경

우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이 위험보험료

를 산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표 Ⅱ-9> 풍수해보험 요율산출

풍수해보험법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

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지붕재의 5m2 이상을 수선하는 것(지붕재의 파

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임)

침수: 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2) 100만 원 × 34 × 3.3 × 80%

23) 이러한 부분을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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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풍수해보험 변경내용 및 변경대비표(2015. 9)’에 따르면 주택·온실

에 적용되는 지진위험담보 요율24)은 지역에 상관없이 0.0036%인데 이는 경험요율25)

인 참조순보험료 요율이 장기간의 지진사고 미발생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기 

때문이다.

라. 보험리스크 관리

풍수해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들은 당해 보험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할 경우 150%까지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사업에서 남은 이익을 모두 손실

보전준비금(150%를 초과하는 손해 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하는 풍수해보험 사업 구조는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정책성 보험의 운영 책임이 민간 보험

회사에 전가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Ⅱ-1> 풍수해보험 보험리스크 분담

자료: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국민안전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법 개정안26)이 발의되었다. 동 개

정안은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폐지와 국가 재보험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 보험회사

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회사들의 시장 확대 노력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 참조).

24) 순보험요율임

25) 최근 경험통계에 따라 수정되는 요율임

26) 의안번호 8340,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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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 지진보험

가. 개요

<표 Ⅱ-10>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지진보험 계약 건수이다. 화재보험 지진담

보특약의 경우 2011년에 7,149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2012년 계약 건수는 1,728건

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832건의 계약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은 가입률이 1% 이하이고 계약 건수가 수 천여 

건 수준으로 많지 않다. 

<표 Ⅱ-10> 화재·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 현황
(단위: A, B는 건, C는 백만 원, 평균보험료는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

약

화재

보험

(일반)

지진 계약(A) 7,149 1,728 1,818 2,241 2,832

전체 계약(B) 421,523 387,063 388,790 379,606 474,262

가입률(A/B) 1.7 0.45 0.47 0.59 0.60 

경과보험료(C) 166 125 103 115 106 

평균보험료(C/A) 23,220 72,338 56,656 51,316 37,429 

재물

보험

(장기)
　

지진 계약(A) 84,508 161,172 213,958 281,845 387,405

전체 계약(B) 2,052,465 2,229,229 2,542,115 2,921,255 3,189,753

가입률(A/B) 4.1 7.2 8.4 9.6 12.1 

경과보험료(C) 292 632 588 989 1,158 

평균보험료(C/A) 3,455 3,921 2,748 3,509 2,989 

주: 최창희(2017)에서 2015년도 집계가 끝난 부분(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건수, 장기보험 지진보험 계약 건수)
을 보험개발원 최근 손해보험통계연보에 발표된 자료로 업데이트했음. 업데이트 되지 않은 2015 통계는 

2016년 말에 집계된 추정치임. 화재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은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원계약 건수임

자료: 최창희(2017), p. 11,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12~2016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연간 총 경과보험료는 1억 원 내외인데 이는 지진보험 

보험요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Ⅱ-10>에서 평균보험료는 보험계약당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연도별 평균 경과보험료이다. 연도별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연

간 평균 보험료는 2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

는 계약 건수가 많지 않고 연도별 계약의 가입금액 수준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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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의 장기보험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2015

년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시장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27)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장기재물보험의 지

진담보특약(이하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이라 함)이다. 2011년 장기재물 지진담보특

약 계약 건수는 84,508건이었고 계약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15년에는 387,405

건의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 계약이 이루어졌다.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이 장기재

물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1%에서 2015년 12.1%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

가했는데 이는 장기재물보험에서 지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재물보험보다 빠

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도별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의 연간 평균 보험료

는 3천 원 수준인데 이는 오랫동안 지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장기재물 지진담보특

약의 요율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과 화재·장기재물의 지진담보특약의 계약 건수를 

합산하면 704,880건이다.28) 2016년에 국내에 457만 개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

하면(<표 Ⅰ-4> 참조) 국내 주택 중 지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중은 최대 15.4% 수

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Ⅱ-11>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계약 현황(2015)
(단위: 건, 천 원, %)

구분
화재보험 계약 지진담보특약 가입 지진담보 가입률

가입 건수 경과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주택 107,918 15,687,198 770 15,077 0.71 0.1

상업용 1,701,869 131,457,603 1,738 65,247 0.1 0.05
공장 58,907 122,289,159 324 20,242 0.56 0.02
계 1,868,694 269,433,960 2,832 100,566 0.2 0.04

주: 주택, 상업용, 공장 등에 속하지 않는 화재보험 계약이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2015), 손해보험통계연보

27)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을 참조함

28)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이 2,832건,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이 387,405건, 풍수해보험이 

314,643건임. 장기재물은 대부분은 개별 가구 계약이고 풍수해보험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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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은 2015년 화재보험과 지진담보특약 계약 현황이다. 2015년을 기준으

로 전체 지진담보특약 계약 2,832건 중 보험목적물별 계약 건수는 주택이 770건, 상업

용 건물이 1,738건, 공장이 324건으로 지진담보특약을 많이 가입한 보험목적물은 계

약 건수가 많은 순으로 상업용 건물(61%), 주택(27%), 공장(11%) 순이었다.29)

나. 보험상품

<표 Ⅱ-12>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지진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
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주: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자료: A사 상품공시 참조

29) 자연재해 포괄담보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할 필

요가 없어 공장의 가입률이 낮은 것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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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자연재해(지진 포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화재보험 표준약관30)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6항은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보상하

지 않는 손해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지진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들은 대부분 지진

담보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화재보험 약관은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

고 있으나 보험계약자는 <표 Ⅱ-12>와 같은 지진보험 특약에 가입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A사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약관에 따르면 지진담보특약은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등을 보상하고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와 원인의 직접·간접 여부에 관계

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담

보특약의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으로 보험계약자는 1사고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

해 발생 시 초과분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보상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가액이 원계약인 화재보험의 보험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사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은 72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한 번의 사고로 정

의하고 있다.

30)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자료’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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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

지진위험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손해

3.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 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손해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당해 물건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1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주: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자료: A사 상품공시 참조

<표 Ⅱ-14> A사 화재보험·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 비교

구분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없음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

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손해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

재손해

제3조
(자기

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

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

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
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
만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 기간 중 72시
간 이내에 생긴 손해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

서 당해 물건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1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

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 각 보험회사의 약관에 큰 차이가 없음

자료: A사 상품공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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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는 A사의 화재보험·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을 비교한 것이다. 화재보

험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지진·분화로 인해 발생한 파열 또는 폭발을 보상하지 않

는 손해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반해 장기재물의 지진담보특약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시키고 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차이가 있다. 

화재보험과 장기재물의 지진담보특약에서 다른 두 번째 부분은 자기부담금이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이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장기재

물 지진담보특약은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액의 2%’ 또는 ‘1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

하고 있다.

다. 요율

<표 Ⅱ-15> 지진담보특약의 요율산출 원칙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

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

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자동차보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

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표 Ⅱ-15> 참조)에 따라 통계

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해 사용하거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

험요율을 순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재보험과 장기재물의 지진담보특약 요율도 

마찬가지로 동 조항에 의거해 산출되어야 한다.

보험개발원 ‘재물보험 참조순보험요율 2017’31)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화재보험 지

진담보특약 요율32)은 지역별 차이 없이 0.0018로 되어 있고 건축 시 내진설계가 적용

되어 있는 건물과 건축된 이후 내진 보강이 이루어진 건물에는 각각 30%와 20%의 할

31) 보험개발원(2015. 9)

32) 순보험요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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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재물 지진보험 특약의 경우에도 <표 Ⅱ-10>에서 보인 바

와 같이 연간 3천 원 내외의 낮은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과 장기재물의 지진담보특약 요율이 낮게 설정된 이유는 지진

담보특약 요율이 일반 화재보험 요율과 마찬가지로 사고경험 통계에 따라 요율이 조

정되고 있기 때문이다.33)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보험에서 수년간 손해율이 낮게 나

타날 경우 보험료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는데 지진보험에도 동일한 요율 조정 방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낮은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 보험리스크 관리

풍수해보험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보험법 개정안34)이 국회를 통과할 경

우 보험회사가 보험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담

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영 지진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를 모두 민간 손해보

험회사가 재보험으로 출재하거나 보유하는 형태로 정부의 개입 없이 보험회사가 이

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33) 이와 같이 최근 경험 통계에 따라 변화하는 요율을 경험요율이라 함

34) 의안번호 8340,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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