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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
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상공
제

사고처리절차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여,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대상 내용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
시

피해
자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  > 정보공개 공유재산정보 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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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
사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보험
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
우

피해자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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