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피해가 적은 나라로서 여지껏 지진보험에 대한 연구

는 물론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나 지진위험에 대하여 무관심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미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지진발생

율도 93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이 최근까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大型事故들의 원인이 不實工事에 있었다는

사실은 지진 위험관리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과 할수 없는 사실은 눈부신 高度經濟成長에 따라 엄청난 산업시설과

각종 대형 건축·구조물들이 들어서 그 만큼의 國富가 증가하였으나 한번의 지

진발생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앞에 과연 한국은 지진위험으로부터 安全地帶인가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진피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지진위험을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향후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10대전략1)으

로 선정하였으며 지진재해에 대한 비상훈련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

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1) 행정자치부는 지진재해와 가뭄대책을 제5차 방재기본계획 (1997∼2001년)에서 10대전

략으로 정하고 있다. 방재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 을 목적

으로 하여 매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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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보고서는 지진위험에 대한 울바른 이해와 보험을 통한 위험인수 방

안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지진의 본질과 국내의 피해현황을 알아보고 지진에

대한 최대피해국이면서 지진위험관리의 선진국인 일본의 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를 하므로서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지진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형태에는 건설공사보

험과 같은 주보험에서 담보하는 형식과 지진위험담보 특약과 같은 특약에서 담

보하는 형식이 있는데 지진보험의 주된 취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가계성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능한 보험의 원론적인 내용의

설명이나 보험용어에 대한 해설을 배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내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자료나 일

본의 실무자료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경우에는 일본

의 보험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자료를 입수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지진에 대한 개념을 점검하였고 지진보험에 대한 한국의 현

주소와 선진국의 정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Ⅲ장과 Ⅳ장부분에서 일

본의 지진보험 운영현황과 정부부담체계 및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위험관

리대책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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