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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
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
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임

풍수해보험 장점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
정도)까지 보상을 받게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2.5~92%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사업개요

사업예산(국비) : 191.5억원(보험료지원 184, 홍보 등 7.5)

지방비 기본지원율 : 위험보험료의 일정비율 지원(총 보험료의 9 ~ 20.4%)
지방비 추가지원율 : 총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주택(일반), 온실: 개인부담금의 40% 추가 지원(개인부담 47.5% → 28.56%로 축소)
상가‧공장(소상공인): 개인부담금의 44% 추가 지원(개인부담 41% → 28.96%로 축소)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2.5~92% 정부지원

계층별 지원율 : 일반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소상공인 59%~92%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보험기간 : 1년(보험기간의 첫날24시~마지막날 오후 24시)
보험사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상품특징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
손해방지비용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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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여수시 주민이 부담하는 주택 1동 보험료는 연간 2~5만원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제도개선 사항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 상향.

소유자는 현행 보험금 지급액의 약 2배 상향(2백만원 → 4백만원). 세입자는 침수높이에 따른 차등 보험금 폐지 후 침수 발
생 시 상향지급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

단순비닐파손 특별 약관을 개정하여 농작물 출하, 작물 교체 등으로 인한 일시 휴장중인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

제3자가 저소득층 및 재해취약지역 개인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

민간 기부자 등 제3자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저소득층 및 재해취약지역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변경

문의 : 재난안전과 ☎061-659-4042, 주소지 읍면동, 해당보험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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