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I. 日本의 地震保險制度

1. 地 震保險 의 槪 要

가 . 주 요 지 진피 해와 지진 보험 의 유 형

일본은 세계 주요지진국으로서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발생하고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중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연간 10%에 달할 만큼 그

규모와 피해도 엄청나다. 또한 일본은 지층이 불안정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로서 환태평양지진대와 필리핀 지진대가 일본 전국토를 통과하여 역사적으로도

지진뿐만아니라 화산과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가 막심한 나라이

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지진으로는 1995년 1월 17일 고베와 오오사까, 교토, 나

라지방에 걸쳐 발생한 고베지진7)으로 일본 국토청 방재국의 99년 통계에 의하

면 그 피해는 사망·실종자 총 6,310명, 부상자 40,000명, 가옥파괴 394,440건,

가옥화재 7,367건으로 경제적 손실이 10조엔에 달하고 복구비용에만 19조엔이

소요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대표적인 지진 다발생국가로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진학에서

부터 지진과 관련된 공학, 건축학 등의 학문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

히 보험분야에서는 19C후반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국

7) 고베지진의 공식명칭은 「阪神·淡路島大地震」이며, 淡路島에서 약20km되는 지점

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관서지방(오오사카, 고오베) 전역에 걸쳐 발생한

지진이다(고베시 진도 6, 교토 5, 오오사카 4, 나라 4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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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험의 열띤 논란이나 500년간의 지진통계를 수집한 「理科年表」의 사용,

손해보험요율산정회내 지진보험부의 설치등 지진보험 창설을 위하여 오랜 검토

가 이루어졌었다.

<표 3-1> 일본의 주요지진 피해(20세기)

발생연도 지 진 명 규모(M) 주 요 피 해

1923 關東大地震 7.9
사망142,000명, 가옥파괴254,000건,

화재447,000건, 일본최대의 지진

1925 北但馬地震 6.8 사망428명, 가옥전손1,295건, 화재2,180건

1927 北丹後地震 7.3 사망2,925명, 가옥전파12,584건

1930 北伊豆地震 7.3 사망272명, 가옥전파2,165건

1933 三陸지진해일 8.1 사망3,064명 가옥유실4,034건 파괴1,817건

1943 鳥取地震 7.2 사망1,083명, 가옥전파7,485건 반파6,158건

1944 東南海地震 7.9
사망1,223명, 가옥전파17,599건, 반파36,520,

유실3,129

1945 三河地震 6.8 사망2,306명, 가옥전파7,221건, 반파16,555건

1946 南海道地震 8.0
사망1,330명, 가옥전파11,591건, 반파23,487건,

유실1,451건

1948 福井地震 7.1
사망3,769명, 가옥파괴36,184건, 반파11,816건,

유실3,851건

1960 치리지진해일 8.5 사망142명, 가옥전파1,500건, 반파2,000건

1983 中部地震 7.7 사망104명, 건물전파934, 반파2,115

1993 北海島地震 7.8 사망230명

주) 사망자 100명이상에 해당하는 지진만 정리

자료 : 日本損害保險料率算定會 홈페이지 w w w .son san .or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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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에서 지진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판매중인 상품에

는 지진보통보험약관에 의해 보장해주는 이른바「지진보험」이 있으며, 화재보

험의 주보험에 부가되어 기업성물건만을 담보하는 「지진위험담보 특약」이 있

고 각종 상해보험에 「천재위험담보특약」을 부가하여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이외에도 농협공제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建物更生共濟」가 있는데 이 상품

은 보장기간이 5년∼30년의 장기적립형으로 지진보장 뿐만아니라 화재보장·자

연재해보장·만기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서 「지진위험담보 특약」은 1956년에 일본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외국의

자본도입의 일환으로 석유사업물건에 있어서 외국 석유사업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보험」과 달리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순수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

험으로 한국의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과 유사한 내용과 특색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는 지진예측

의 곤란성과 지진손해액의 거대성, 재보험 인수 거부등의 어려움으로 보험회사

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매하고 있다.

나 . 정 부개 입의 타당 성 8)

보험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계나 기업의 경제적인 불안을 제

거하기 위한 다수 개별경제 주체의 거출에 의한 제도로서 모든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여기에는 몇가지의 기술적인 조건과 지진위험의

8)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문헌에서 소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다음의 문헌을

일부 인용하였음(東京海上火災編,「地震保險」,『損害保險實務講座』5卷火災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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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보험화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순수 민간보험회사에서만 전담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진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

개입하고 있다.

1) 지진 손해 의 거 대성

지진재해는 지진규모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불능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손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즉, 보험제

도는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의 총지출액이 같아야 하

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손해

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지진위험담보 특약」

으로 기업성 물건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 하겠다.

실제로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의 경우 당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계

약 가입금액은 15억 9,000만엔인데 반해 총자산은 2억 2,000만엔이었으므로, 가

령 지진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할 수밖

에 없다.

이와 같이 지진재해는 때에 따라 엄청난 손해를 입힐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거대 지진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진보험은 민간보험회

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 위험 발생 율과 평균 손해 율의 예측 이 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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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과거의 사고 발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기 때

문에 안정되지 못한 통계를 사용할 경우 산출한 보험료가 실제의 발생한 손해

보다 과다하게 많거나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즉, 관동대지진과 같은

거대지진이 다시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손해를 입힐지에 대

해서 예측하기란 수천년의 통계를 통해서 비로서 가능할 수 있으며, 가능하더라

도 과거에 발생한 지진발생율로 향후 보험료를 산출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진에 대한 손해율은 인구밀도, 도시구조,

건축물의 종류 등 자연적,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진리스크의 특수성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에 큰 영향을 주

며,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데 제약조건이 된다.

3) 역선 택 발 생의 우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대부분의 국토가 환대평양 지진대와 필리핀 지진대

에 속하여 지진활동이 활발하나 상대적으로 거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험수요도 변한다. 또한 고베지진과 같이 발생한 주변지

역이나 일정한 기간동안에 미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

이처럼 지진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보험수요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보험계약자에 의한 역선택의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

가령 「關東大地震 69년 주기설」과 같은 학설이 발표되었을대는 지진보험

의 보급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또한 한동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적게 발

생하는 경우에는 지진보험의 수요도 감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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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도 입경 위와 변천

일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진보험제도는 1966년에 도입되었지만 지진보

험법의 도입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지진보험법에 대한 최초의 제안은 당시 동경대 독일인 교수 Paul Mayet가

1878년에 발표한 『日本家屋保險論』에 의한 지진의 국영강제보험화 주장을 시

작으로 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 1890년 상법의 관련조항을 『지진재해 위험을

화재의 위험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개정하였으나 이후 9년만에 폐지하게

되었다.

그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민영화재보험에 국영 지진보험을 강제하기 위한

입법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손해보험업계의 반발로 인하여 실패, 1948년 후쿠이

지진을 계기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정부의 직접투자회사가 운영하는

법안이 예산상의 이유로 국회에서 거부되는 등 정부주도의 보험운영방안이 제

시되었으나 모두 시행에 이르기 전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시도에 영향을 받은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1952년 지진풍수재해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1956년 기업물건의 화재보

험계약에 대한 확장담보특약에 의한 인수를 시작하게 된다. 그후 1964년 니가

타지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를 계기로 일본 국회와 손해보험협회

가 지진보험제도의 도입을 각각 결의하게 되었으며, 「보험심의회의」의 자문

을 거친후 1966년 6월 1일 지진보험의 공식적인 판매가 개시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全손해보험회사는 출자를 통하여 일본 지진보험주식회사를 설립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 정부도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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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진보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 한번의 지진으로 동일지역내

거대한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지진손해에 대한 대수의 법칙적용

곤란, ③ 역선택 발생의 우려 등의 이유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전손만을 담보

하거나 지진보험금액을 주계약의 30% 이내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지진의 발생때마다 보험가입자들의 항의와 인수한도액 등

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11차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

게 되었다(.<표 3-2> 참조)

<표 3-2>지진보험제도 주요 개정내용

개정

연도

지진보험의 인수방법 및 조건

인수방법 부보비율 인수한도액 담보조건 총 지불한도액

1966.6

제도

창설

주 택 · 점 포

종 합 보 험 에

자동부대
주계약의

보험금액

에 대하

여 30%

건물 90만엔

가재 60만엔

전손만 담보

1회의 지진당

3,000억엔

정부 2,700억엔

보험회사 300언엔

1972.5

1차

장 기 종 합 ·

건 물 갱 신 보

험에 원칙자

동부대

건물 150만엔

가재 120만엔

4,000언엔

정부 3,400억엔

보험회사 600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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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도

지진보험의 인수방법 및 조건

인수방법 부보비율 인수한도액 담보조건 총 지불한도액

1975.4

2차
보통화재 ,주

택화재 ,단지

보험 ,화재상

호 ,만기환급

장기에 임의

부대

前 同
건물 240만엔

가재 150만엔
前 同

8,000언엔

정부 6,775억엔

보험회사 1,225억엔

1978.4

3차

1조2,000언엔

정부1조162억5천억

엔

보험회사1,837억5천

만엔

1980.7

4차

상 기 전 계 약

종류별 원칙

자동부대

3 0 ∼ 5 0

%

건물1,000만엔

가재 500만엔

반손담보

건물50%

가재10%

·가재의 반손

은 건물손해

에 따라 인

정

상 동

1982.4

5차
1조5천억엔

정부 1조2,715억엔

보험회사 2,285억엔1991.4

6차 일부담보손

(지불비율 5%)

·가재의 일부

손은 건물손

해에 따라

인정

1994.6

7차 1조8천억엔

정부 1조5,258억엔

보험회사 2,742억엔1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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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도

지진보험의 인수방법 및 조건

인수방법 부보비율 인수한도액 담보조건 총 지불한도액

1996.1

9차

前 同 前 同
건물 5,000만엔

가재 1,000만엔

·가재자체의 손

해인정

·가재의 반손지

불비율 50%

3조천억엔

정부2조6,884억엔

보험회사2,742억엔

1997.4

10차

3조7천억엔

정부3조1,974억엔

보험회사5,025억5천

억엔

1999.4

11차

4조1,000억엔

정부3조4 ,89 1억3천

만엔

보험회사6,108억7천

만엔

자료 : 日本保險學會,『保險學雜誌』第551 , p .26을 최근자료로 보완

2. 地 震保險 의 主 要內容

가 . 법 적근 거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진보험은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진피해로부터 국민의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성보

험으로 주로 거주용 주택이나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상하는 보

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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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련법9)으로는 「일본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동 법률시행령」,「동

법률시행규칙」,「지진 재보험 특별회계법」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은 지진보

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담보위험,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 인수방법,

지진보험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진보험 보통보험약관」의 내용도 이러한

법령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나 . 담 보위 험과 보험 의 목 적

1) 담보 하는 위험

지진재해는 화재보험 등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또는 이에 의한 지진해일」

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진보험

은 이러한 위험을 직접 또는 간접의 원인으로 하는 화재·損壞·매몰 또는 유

실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전손·반손·일부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 의 목 적

지진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은 거주로 이용되는 건물이나 생활용동산으로

한정하며, 건물에는 차고, 울타리등과 같은 부속물과 일부 주거용 건물도 포함

하고 있다. 일부 거주용 건물의 경우에는 거주와 비거주의 보험금액을 정하고

거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활용동산은 가재도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9) 지진보험의 주요관련법에 대해서는 일본의 최근법령을 입수, 원문을 번역하여 부록

으로 수록하였으므로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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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수용된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만을 별도로 인수할 수 없고 현금,

증권, 설계도, 자동차등이나 30만엔을 초과하는 귀금속이나 골동품등은 대상에

서 제외된다.

이러한 건물 또는 생활용동산은 주계약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독립

적으로 지진보험에 가입할수 없다.

다 . 인 수방 법과 보험 기간

1) 인수 방법

지진보험은 거주용건물이나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성 화재보험에 가

입하는 경우 원칙 자동부대 되어 동시에 계약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

에만 부대될수 있고 단독으로 계약될수 없다.

<그림 3-1> 지진보험의 자동부대 보험의 종류

보통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점포종합보험, 단지보험, 화재상

호보험, 건물갱신보험, 장기종합보험, 만기환급종합보험,

단, <그림 3-1>의 보험가입에 있어 지진보험의 부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는 보험계약신청서의 「지진보험 확인란」에서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부대가입을 거절 할수 있는데 이를 원칙 자동부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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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동계속 특약조항을 부대한 계약에 대

해서는 계속되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나 주계약에 중도에 부대한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에는 당해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한편 장기보

험 보험료 일시불특약을 부대할 경우 최고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라 . 보 험금 한도 와 보 장범 위

1) 지진 보험 금액

지진보험금액은 보험약관상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지진보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금액의 30%∼50%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지진보험약관 4조에 따라 건물 및 생활용동산에 대해서는 <표

3-3>의 한도액을 보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다.

<표 3-3> 보험금액의 한도

보험의 목적 적 용 단 위 한 도 액

건 물
동일 구역내에 소재 또는 동일 피보험자가 소유

하는 건물에 대하여
5,000만엔

생활용 동산
동일 구역내에 소재 또는 동일 피보험자가 소유

하는 생활용동산에 대하여
1,0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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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 범위

건물 또는 생활용동산이 지진등을 직접 또는 간접의 원인으로 하는 화재, 손

괴, 매몰 또는 유실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손해

를 전손·반손·일부손으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그 손해의 범위와 지급보험금은

<표 3-4>와 같다.

<표 3-4> 손해의 범위와 보험금지급 비율

손해구분 손해 범위(시가) 지급보험금

건

물

전손
·주요부의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50%이상,

·燒失·流失한 바닥면적이 총바닥면적의 70%

보험가입금액 전액

(단, 시가액 한도)

반손
·주요부의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20∼50%미만,

·燒失·流失한 바닥면적이 총바닥면적의 20∼70%

보 험 가 입 금 액 의

50%(단, 시가액의

50%한도)

일부손 주요부의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3∼20%,

보험가입금액의

5%(단, 시가액의

5%한도)

가

재

전손
의류등 신변용품, 침구, 가구집기등

가재의 손해액이 가재의 시가 80%미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전액(단, 시가액

한도)

반손 가재의 손해액이 가재의 시가 30∼80%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시가액의

50%한도)

일부손 가재의 손해액이 가재의 시가 10∼30%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단, 시가액의

5%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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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토목공사의 최소비용,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건물의 거주불능이나 거주기능 상실의 경우, 홍수로 인한 2차적 피해로

입원 건물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림 3-2> 지진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

① 지진의 원인으로 발생한 도괴, 파손의 손해

②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손해

③ 지진해일로 생긴 유실, 도괴, 매몰의 손해

④ 지진이나 분화의 결과로 발생한 유실, 매몰의 손해

⑤ 지진에 의해 하천이나 댐의 제방이 무너져 홍수가 발생하여 유실, 매

몰된 손해

⑥ 분화에 의한 화산재등이나 폭풍으로 생긴 도괴, 파손, 매몰의 손해

⑦ 분화에 의해 생긴 화재손해

마 . 지 진보 험금 지급 한도 액

지진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 때문에 일본정부가 재보험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제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총지급한도액은 동경대지진과 같은 대지진의 발생을 가정하여 책정하는데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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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한도에 따라 인상된다. 현재는 금년 4월에 11차 지진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총지급한도액을 4조1,000억엔으로 정하고 이중 정부가 3조4,891억3

천만엔을 보험회사가 6,108억7천만엔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지진보험금의 총액이 이러한 총지급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총지

급한도액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지진보험금에 삭감하게 된다.

바 . 보 험회 사의 손해 사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진피해는 1차적인 피해의 복구지연으로 2차, 3차

적인 연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복구지연으로 인한 연쇄

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 물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공정한

실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손해보

상 처리를 위하여 일본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각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손해사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손해사정은 지진피해의 규모에 따라 「공동사

정」과 「준공동사정」, 「평시 손해사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손

해보험협회에서 정한 「지진보험 손해처리 종합기본계획」에 의해 사정활동이

이루어진다.

각 손해사정 체제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사정」은 한번의 지진으로 50,000건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 협회와 업계로 구성된 공동사정조사단의 본부와 지부를

두어 자사의 보험계약과 관계없이 사정이 이루어져 그 결과를 원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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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통지하는 형태

② 「준공동사정」은 상기의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중규모의 지진재해의 경우

에 실시되는 것으로 협회가 손해처리본부를 두어 손해처리의 구체적 계획

아래 각 보험회사가 사정활동을 하는 형태

③ 「평시 손해사정」 평시에 지진 손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

회 산하에서 중앙 지진보험손해처리 종합대책위원회를 두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이다.

사 . 일 본의 지진 보험 가입 율

일본의 지진보험 세대당 가입율은 제도 도입당시에는 16.5%의 높은 가입율을

보이다가 지진보험에 대한 안일한 태도, 높은 보험요율, 좁은 보험범위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95년에 고베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7.0%까지 떨어졌다.

그후 지진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법률개정과 고베지진을 계기로 97년에는

13.1%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험료 수입추세에서도 나타나며 FY'94를 기점으로 보험료 수

입의 추이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고베지진으로 인하여

FY'94년과 FY'95년에 보험금지급과 순손해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낮은 지진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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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본의 지진보험 손해율통계

3. 地 震保險 料率

가 . 개 요

지진보험의 요율은 과거에 발생한 지진피해 통계를 기초로 향후 지진이 발생

할 것을 가정하고 현시점에서의 피해 예상액을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 손해보험산정회가 요율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청에 인가를 받은 후 기준요

율로 공시하고 있다.

지진보험제도가 최초에 도입되었을 당시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제외되어 각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98년 「손해보험요율 산출

단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용의무가 폐지되어 현재는 각사의 자유에

따라 사용된다.

지진보험의 기준요율의 개정은 건물의 내진성의 향상이나 도시구조의 소방설

비의 발전이 있을 때나 고베지진과 같은 대지진 또는 지진피해 통계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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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때, 보상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조건등의 변경이 있을 때 개정이 이

루어 진다.

나 . 위 험도 산정 방법

지진피해는 그 발생빈도가 극히 낮을뿐만 아니라 그 발생이나 피해의 정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지진보험의 요율은 단기간 관측한 지진통계만으로 안정적인

순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지진보험의 요율의 대상이 되는 통계는 일본 기상청의 「理科年表」10)

에 기록된 502년간 400여회의 피해가 발생한 지진·분화·지진해일·산사태의

통계와 북해도의 1740년 이전의 기록불명의 지진활동에 대한 보정이 그 대상이

된다.

다음은 지진보험의 요율산정 방법11)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① 「理科年表」에 기록된 1996년까지 발생한 400여회의 피해지진에 대하여

그 규모, 진앙위치에 의해 전국 각지역의 지반이나 건물의 밀집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진동의 크기를 계산

② 계산된 지진동에 기초하여 지역마다 건물구조나 건축시기, 층수 등의 주

택특성을 고려한 건물의 손해율을 산출하고 동시에 지진동과 각지의 건물

용도 등을 이용한 지진시의 건물 발화건수를 계산

10) 「理科年表」란 1925년 일본천문대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현재 1494년부

터 1996년까지 일본 및 인접지역에 일어난 400여회의 지진 등의 통계와 진앙위

치·지진의 규모등을 정리한 지진통계집이다.
11) 東京海上火災編,「地震保險」,『損害保險實務講座』5卷火災保險,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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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 밀집지역에서는 발화한 건물에서 인접한 건물에 연쇄화재가 예상되

므로 지역별 건물밀집도 및 건물구조분포를 기초로 연쇄화재 소실면적을

구하여 지진재해에 의한 건물의 화재손해율을 산출함

④ 한편 건물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발화 건물만 화재손해율을 산출

⑤ 또한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진앙에서 연안지역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지진해일이 발생한 경우 파고를 계산하여 연안지역에서의 지진

해일 손해율을 산출

⑥ 이러한 400여회의 각종 지진피해에 대하여 계산한 손해율을 종합하여

「全損害換算 損傷度」를 구하고 연말 지진보험계약 보유금액을 곱하여

시도별·구조목적별 손해액 산출

⑦ 이렇게 산출한 연평균손해액에 보험계약 보유금액을 차감하여 순보험요율

을 산출

다 . 보 험요 율의 체계 및 수 준

지진보험의 기준요율은 지진보험의 계약대상인 주거용 건물 또는 계약대상인

가재도구를 수용하는 거주용 건물과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의 구조는

지진의 진동에 의한 파손이나 화재에 의한 손해 등의 위험을 감안하여 목조와

비목조(철골, 콘크리트구조 등)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지진위험이 발

생할 가능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4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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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지진보험의 기준요율표

구 분 비목조 목조

1 등지 0.50엔 1.45엔

2 등지 0.70엔 2.00엔

3 등지 1.35엔 2.80엔

4 등지 1.75엔 4.30엔

주) 보험금액 1,000엔, 보험기간 1년당

4. 地 震再保 險의 構造

가 . 개 요

지진보험은 위험의 거대성, 통계적용의 한계, 역선택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 전부를 책임지거나 재보험회사가 위험을 전부 인수하

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책임을 재보험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 지진재보험주식회

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지진보험에 대

한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진보험 도입당시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전액 출자하여 만든 재보험회사로 원수보험사의 지진보험계약 전체를 인수하여

그 일부를 다시 정부에 출재하는 1차 재보험회사이다.

정부가 1회의 지진 등으로 지급하는 재보험금의 1966년 제도도입 당시에는

2,700억엔이었으나 현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3조 4,891억 3천만엔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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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의결한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표 3-7> 지진보험금 부담 한도액 추이

손해보험회사 부담(A) 정부 부담(B) 총 지급한도액(A+B)

1966.6 300언엔 2,700억엔 3,000억엔

1972.5 600억엔 3,400억엔 4,000언엔

1975.4 1,225억엔 6,775억엔 8,000언엔

1978.4 1,837.5억엔 1조162.5억엔 1조2,000언엔

1982.4 2,285억엔 1조2,715억엔 1조5,000억엔

1994.6 2,742억엔 1조5,258억엔 1조8,000억엔

1996.1 2,742억엔 2조6,884억엔 3조1,000억엔

1997.4 5,025.5억엔 3조1,974억엔 3조7,000억엔

1999.4 6,108.7억엔 3조4,891.3억엔 4조1,000억엔

자료 :東京海上火災編,『損害保險實務講座』5卷火災保險, 1992. p .194를 최근자료로 보완

나 . 계 약구 조

1) 원수 사로 부터 지진 재보 험사 에 재 보험 (A특 약 )

원수보험회사는 지진보험 규약에 의해 자기가 인수한 지진재보험계약의 전액

을 지진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지진재보험사는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수사는 인수한 보험계약을 선택적으로 지진재보험사에 출재하는 일은 허용이

되지 않고 지진재보험사도 재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지진재보험특약 A특

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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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 재보 험사 에서 원수 보험 회사 로의 재재 보험 (B특약 )

지진재보험사는 정부에 재보험처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초과손해액재보험

(Excess of Loss Basis)의 형태로 각 원수보험회사와 東亞再保險社에 재재보험

을 하는데 이를 B특약이라 한다. 이때 원수보험회사의 재재비율은 준비금적립

금액, 자기자본금규모, 지진보험료, 수입규모등을 고려하여 지진재보험사와 매

년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림 3-3> 지진보험의 재보험 구조

보험계약자

동아재보험회사

일본지진재보험회사

정부

지진재보험특별회계

원수보험회사

A 특약

B 특약

(Share에 의한 배분 :
연간 3,108억엔)

C 계약

(초과손해액 재보험

: 한도 3,000.7억엔)

자료 : 손해보험협회,『월간손해보험』, 1995년 2월, p .67

3) 지 진재 보험 사에 서 정 부로 의 재 재보 험 (C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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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보험사와 정부간에는 지진보험 초과손해액 재보험계특약(C계약)이 체

결되어 있다. 매월 각 원수보험회사으로부터 보고되는 종목별·구조별·등지별

계약통계를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피해정도에 적용되며 예상손해액을 추계하여

정부와 보험회사와의 위험분산화율이 결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재보험료가 계산

된다(<그림 3-2> 참조).

다 . 책 임분 담금 액

보험금지급의 책임분담에 대해서는 지진재보험사와 원수보험사 및 동아재보

험사와의 사이에 있는 A와 B의 재보험특약과 지진재보험사와 정부간의 C의 재

보험계약에 의해 부담방법이 정하여지고 있다.

<그림 3-4> 재보험금의 책임분담액

750 5,326 8,186 24,586 4조1,000억엔

750

(지재)

정부 3,718(50%)
정부 31,173.3(95%)

2,288

(원수및동아재)

1,430

(지재) 820(원수2.5%) 820.7(지재2.5%)

자료 :『インシュアランス(損保版)』1999. 4. 15, p .12

지진보험금 총지불한도액 4조 1,000억엔중 정부의 총책임한도액은 전체 85%

를 차지하는 3조 4,891.3억엔이며, 원수보험회사는 총 3,108억엔, 지진재보험사

는 총 3,000.7억엔까지(1사고 및 1사업년도당)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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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재보험계약에서 B특약에 의해

지진재보험회사가 부담하는 750억엔과 8,186억엔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B특

약에 의한 정부의 배분율과 C계약의 정부배분율을 나누고 있다.

따라서 B특약에서 750억엔까지는 지진재보험사가 부담하며, 여기서부터 8,186

억엔까지는 정부가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수보험사가 2,288억엔을

지진재보험사가 1,430엔을 각각 부담한다. 또한 8,186억엔에서 4조1000억엔까지

의 3조 2,813.6억엔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95%의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수보험사와 지진재보험사가 각각 2.5%비율의 범위로 부담하게 된다.(<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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