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담당부서

2018. 12. 14. (금) 조간

보험감리국

배포

2018. 12. 13.(목)

서영일 팀장(3145-8240), 김성옥 수석조사역(3145-8243)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
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 200

,

◦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게시하고 있음
“

에도

”(fine.fss.or.kr)

□ 이에 따라 백네번째 금융꿀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
상하는 보험 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

<

별첨 금융꿀팁
>

200

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
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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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목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사례1)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하였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였으나,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 지난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B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음
☞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사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사례3) 사과를 재배하는 D씨는 우박으로 인해 낙과 및 착과
피해를 입었으나, 봄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4)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기르던 돼지 수십
마리를 잃은 C씨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음
☞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
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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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특약 추가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꿀팁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함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
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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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주택, 온실,

보상하는
자연재해
취급
보험사

주택화재보험
주계약

지진특약

풍수재특약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

벼락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수재

지진

손해보험사

* 벼락에 의한 피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
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
꿀팁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사과, 벼 등
57개 작물

돼지, 닭 등
16개 가축

넙치, 전복 등
27개 어패류

보상하는
자연재해

태풍, 우박 등

풍해, 수해, 설해,
폭염 등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NH농협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수협중앙회공제

취급
보험사

※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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