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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agnosis

As the percentage of elderly population exceeds 20% and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disasters such as Covid-19 and extreme weather events are increasing,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providing coverage for income safety, health safety, and 

disaster safety has grown considerably.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5, the pension plan 

has been impro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RP(2012), and the expansion of the 

subscription scope(2017), and has been securing private retirement income along with 

the private pension(introducing tax on a qualified retirement plan in 1994). Despite the 

government’s policy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coverage rate has 

stagnated nearly 60%, whil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has grown by providing 

additional coverage of public insurance with more than 60% of the total population 

purchasing it. The insurance industry has cooperated with government’s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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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plan and enhanced public’s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through 

policy insurance. Futhermore, insurance sector has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various social disaster victims through the operation of disaster insurance. 

However, the private pension subscription rate(16.9%) is very low compared to the 

OECD average(67.5%), and most recipients(98%) receive pension funds as a lump sum, 

and thus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retirement income is weak. Baby boomers’ 

full-fledged retirement has begun, and the growing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low-income bracket is increasing the sensitivity to income safety. The tax benefits of 

private pension are low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and as income deductions 

are reduced to tax credits, individuals are less incentivized to subscribe the pensions.

The growing number of infectious diseases coupled with the aging population is 

increasing the demand for diseases prevention and treatment, but there are difficulties 

in addressing obstacles associated with providing health and safety services. Medical 

indemnity insurance is vulnerable to unnecessary medical use due to comprehensive 

coverage and the lack of proper examination of non-fee schedule costs. In addition, 

there is a grey zone between the medical and non-medical areas, and the laws and 

systems are ambiguous, thereby making it difficult for insurers to actively provide 

healthcare services and expand their scopes of coverage. 

Disaster safety sensitivity h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and 

epidemic spread. Natural disaster insurance, which replaces disaster relief funds, has 

a low subscription rate due to demands from politicians to expand disaster relief funds, 

and disaster insurance has a low subscription rate because of insufficient subscription 

management. epidemic or fine dust damage is similar to natural disasters, but unlike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it remains as an insurance blind spot.    

2. suggestions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retirement pension subscription by introducing  

automatic subscription system and inducing early subscription by small businesses as 

well as institutionalize the principle of pension receipt.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retirement pension subscription through tax incentive for private pension and additional 

subsid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a system such as (tentative 

name) public-private pension(Korean-style Lister pension) and returning tax credits to 

pension accounts. 

Medical indemnity insurance needs to be rebuilt into a product and premium structure 

in proportion to medical use and establish a professional investigation system of non-fee 

schedule medical service.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duct structure would be 

examine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premium system linked to medical 

use of subscribers, separation of fee schedule from non-fee schedule medical service, 

and reduction of renewal periods. Besides, the occurrence of disputes on the premium 

payment, and waste of national medical costs can be prevented by cooperation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insurers to establish appropriate guidelines for non-fee 

schedule medical service and a third specialized investigation i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it is essential to find and resolve 

grey zone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area, and insurers should consider 

participating in 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rojects as private 

partners. Digital New Deal needs to be promoted to address the ambiguity in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by non-medical institutions, 

and insurers should seek a change as a preemptive and active risk taker. Insurers should 

establish capacity and utilization system of medical big data analysis to provide 

customized healthcare services for individuals and patients, an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s healthcare businesses for vulnerable groups. 

A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 should be developed to utilize the insurance market 

in preparation for new disasters such as epidemics. Effort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to reduce insurance blind spots by expanding the subject of the disaster safe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peration of government insurance against 

epidemics, guaranteeing the risk of business interruption, and expanding the operation 

of storm and flood insurance for all small businesses to prepare for disast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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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1. 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부머 은퇴 및 저소득 고령층 확대로 고령자의 소득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만성질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증진·질병예방이 중요해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1)의 은퇴가 2021년부터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부머 

임금노동자2)의 과반수가 2024년 이내로 은퇴할 예정임

고령자의 낮은 고용률과 가구 분화로 인한 가구 내 분배 기능 약화로 저소득계층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임3)

만성질환은 생활환경이나 일상적인 건강·위생관리와 관련된 위험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통한 

예방의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임 

-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 인구 평균 진료비의 3배 수준으로 평생 의료비 절반 이상을 노후에 지출함

그림 Ⅰ-1 고령자의 소득 비중 국제비교 그림 Ⅰ-2 고령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단위: %) (단위: 만 원)

  주: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 대비 고령자 소득 비율임

자료: OECD(201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1) 베이비부머의 고용률은 2019년 8월 기준 67%임

2) 베이비부머 취업자의 약 60%임 

3) 소득 하위 1분위(20%) 중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03년 13.7%에서 2019년 2분기 43.4%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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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다변화

(이동위험 다변화) 플랫폼 기반의 배달업종 확산과 새로운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사고발생이 

증가함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접근성 

및 보장공백이 사회적 이슈가 됨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4)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증함

-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105% 증가함

(재난위험 확대) 기후변화,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인구밀도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6,366억 원이며5)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자연재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세먼지, 가축 전염병·글로벌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확대로 재난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음

- 특히,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및 인구밀도 증가 등으로 글로벌 감염병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함

그림 Ⅰ-3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 현황 그림 Ⅰ-4 우리나라 재난범위 확대 현황

자료: 기상청 통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4) 1인 또는 2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5) 피해액은 공공시설, 주택 및 건물,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어망 및 어구, 비닐하우스, 농작물, 가축, 수산증·양식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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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보험산업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위험의 다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소득·건강 지원 및 국민 실생활 안전을 위한 역할 강화가 요구됨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IRP 도입(2012년), 가입범위 확대(2017)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왔으며, 개인연금(세제적격 1994년 도입)과 함께 사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해 옴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정체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60% 이상 가입한 국민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면서 

성장해 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옴

- 현재 대인배상(1억 5천만 원) 및 대물배상(2천만 원) 의무가입 보상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사고 피해액 대부분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보험산업은 정부의 자연재난 복구지원제도를 정책성보험제도로 포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율방재의식을 

제고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영을 통해 각종 사회재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해 옴

그림 Ⅰ-5 환경변화 요인과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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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산업 진단

1. 고령사회 지원

가. 사적연금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연금수령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세액공제 전환 이후 세제혜택이 감소하여 개인의 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있음

(가입률)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OECD 평균(67.5%)보다 낮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 

및 저소득층의 가입이 매우 저조함

- (퇴직연금) 2018년 가입률 51.3%(5인 미만 11.3%, 300인 이상 68.5%)

- (연금저축) 2018년 가입률 12.3%(2천만 원 이하 0.2%, 8천만 원 초과 61.0%) 

(연금 수령) 퇴직연금 수급대상자 대부분(98%)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형태 수령자(57.3%)의 수령기간은 평균 6.4년에 불과함

(세제지원)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은 주요국 및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편으로, 특히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6)에 따라 사적연금 세제혜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함

그림 Ⅱ-1 연금저축 가입현황(2018년) 그림 Ⅱ-2 주요국 사적연금 세제혜택

자료: 국세청(2019) 자료: OECD(2016); 강성호 외(2017)

6)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 -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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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헬스케어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비의료 영역 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의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적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가 어려움

(사각지대) 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2019. 5)’을 제정하였으나, 비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상태 평가 및 발병위험도 예측서비스 제공 시 의료법 위반소지 등 

의료영역으로 간주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음

(활용 의사)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천율 및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법·규제) 보험회사는 데이터법, 의료법, 보험업법 간의 모호성으로 인한 규제 저촉 우려 등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직접 제공 혹은 영역 확대를 기피함

- 건강 관련 상담·정보 제공, 진료 예약, 건강증진활동 시 인센티브(보험료 할인, 포인트 지급) 제공 

등과 같이 수동적인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임

그림 Ⅱ-3 비의료 헬스케어서비스 영역 그림 Ⅱ-4 헬스케어서비스 법·제도 추진

자료: KPMG(2019)

2. 국민 실생활 안전강화

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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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구조)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무청구자이고, 연간 100만 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 수준임

(보장 구조)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취약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의료 공급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임

- 몇몇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보장하는 방식(Negative)임

(보유계약) 보유계약의 80% 정도가 20년 이상 보험기간이 남아 있어 신계약에 대한 요율 및 보장구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보험료 갱신·재가입 과정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유지 가능함 

(보험금)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성 심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 진료 발생에 취약함

-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 적정성 운영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그림 Ⅱ-5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그림 Ⅱ-6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단위: %) (단위: %)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9) 자료: 보험회사 실적통계

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의 진료비 지급제도 및 고가차량 수리제도 미비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

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

한방진료(47%)와 양·한방 병행진료(16%) 증가로 치료비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경미사고 환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수입자동차와 같은 고가차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불공정한 차량수리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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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차와 수입자동차 제작사 모두 다빈도 수리부품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험금 증가 및 보험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작사 인증 부품(OEM)과 동일한 품질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 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물적담보 수리비 급증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Ⅱ-7 자동차보험 진료비 변화 그림 Ⅱ-8 수입자동차 시장점유율

자료: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 실적 자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

(유상운송 이륜차 위험)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미가입·부정가입이 심각하며 배달원의 업무상재해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큼

(보험 미가입·부정가입) 2019년 기준 보험가입 유상운송 이륜차는 2.5만 대로, 이륜차 배달원이 

30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미가입·부정가입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법인소유 유상운송 중형 이륜차의 보험료는 209만 원으로, 가정용 이륜차(15만 원)보다 

10배 이상 높아 보험 미가입·부정가입의 유인이 존재함

- 2019년 기준 배달플랫폼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손해율은 127.4%로, 전체 

이륜차보험 손해율(85.2%)의 약 1.5배 수준임

(배달원의 업무상재해 보장공백) 이륜차 배달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이지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험료가 높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가입도 어려운 실정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피해자 보호)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사고피해자 보호문제가 상존함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일반 

자동차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임

- 정부는 저속·소형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통행방법·규제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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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차종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로 취급되지 않음으로써 동 

운송수단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검토 중임

다. 재난피해복구 보험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며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인위적 재난의 

경우 이에 대비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률이 낮아, 재난유형에 상관없이 보장공백이 큼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저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연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나, 보험가입자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금지함

보험료 및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금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사마리아인 딜레마,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낮음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나 위험의 성격이 자연재난과 

유사하며, 자연재난 및 인위적 재난과 달리 완전한 보험사각지대임 

그림 Ⅱ-9 자연재해보험 가입률(2019년) 그림 Ⅱ-10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률(2014년)

(단위: %)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 국민안전처 연구용역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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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산업 과제

1. 고령사회 사적연금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및 소규모 사업자의 조기도입 유도를 통해 가입 확대를 도모하고, 원칙적인 

연금 수령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가입 확대) 퇴직연금에 선택적 탈퇴(Opt-out) 방식의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연금화 유도) 사적연금의 종신연금화를 의무화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원칙적인 연금 수령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지원 강화) 사적연금 세제지원·보조금 확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가칭)공사연계연금(한국형 

리스터연금) 및 세액공제금을 연금계좌로 환류하는 제도(계좌환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있어 법·제도의 모호성 해소가 필요함

(데이터 활용 확대) 개인 건강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해 가명조치·절차,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서비스 범위 명확화)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비의료 영역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함

보험회사는 전통적 보험상품에 헬스케어서비스를 연계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위험인수자로의 

변화를 모색함

(개인 맞춤형) 개인 및 유병자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 분석 역량 

및 활용체계 수립이 필요함

(공공부문 협력)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국민·사회취약계층 대상의 헬스케어서비스 정책사업 

(치매환자·고령자 대상 요양서비스 사업 등)에 협업자로서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함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 - 사회안전망＜＜＜＜＜



10

3. 국민건강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보장구조의 

급여·비급여 분리 운영, 재가입주기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함

(보험료 차등제) 실손가입자 대부분을 할인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 할증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고액 의료 이용자에게 할증을 적용함

(보장구조 개편) 현재 포괄 보장구조를 실질적인 의료비 기준인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 단축을 검토함

실손보험금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을 검토함

(보험금 지급관리) 의료기관·보험회사 간 협의하에 비급여 진료의 적정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구축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및 국민의료비 낭비를 예방함

4.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보험

자동차보험 환자의 비합리적 의료 이용을 개선하고 대물사고 수리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치료비) 한의과 이용 및 병용 환자 증가는 환자의 선호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의료 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한의과 진료에 대한 수가기준 세분화 및 구체화가 필요함

(정비공임)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공임을 일반자동차·수입자동차 정비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입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정비공임 부과를 방지함

(품질인증 부품) 대물사고 수리 시 OEM 부품과 품질이 동등한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한 경우 보험료 

할인 및 차량연식을 감안한 감가상각 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유상운송 이륜차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륜차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륜차 관리) 유상운송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부정가입 방지하고 적정 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륜차도 등록 및 정기검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용도를 구분하여 등록·관리해야 함

(상품개발) 유상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만 위험을 보장하는 온오프 방식의 상품 출시 및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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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함

(자동차보험 적용) 일정 최고속도 이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함

(상해보험)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자의 상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의 

상해보험 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5. 보험산업의 재난관리

(담보위험 확대) 감염병의 경우 자연재해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보험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 측면의 

공·사협력 모델이 아직 없는 실정임 

자연재난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재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시장에 개입하고, 

인위적 재난의 경우 가해자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함

감염병의 경우 재난발생 예측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자연재해보다 광범위할 수 있어 자율적인 

보험시장 형성이 어려워 정부 개입이 불가피함

(부보위험 확대) 재난으로 인한 1차적인 재물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조업중단손해, 나아가 

감염병처럼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조업중단손해 등으로 부보위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재난으로 인해 사업장 내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조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업은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통해 조업중단손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을 모색해야 함

(부보목적물 확대) 자연재해보험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부보목적물을 확대해야 함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은 2019년부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소상공인의 공장 

및 상가의 피해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소기업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인위적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재난관리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 다수 존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