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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에서의 보험산업 역할

1.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115년	만의	기

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서울	등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이어,	태풍	힌남노가	포항,	경

주	등	남부지방을	강타하여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재

산	피해를	일으켰다.	극단적	기상재해	증가는	비단	국

내	문제만은	아니다.	스위스리	재보험사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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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70~2021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손실1)

1) Swiss Re Institute Sigma 2022 No1 (2022) Natural catastrophes in 2021: the floodgates ar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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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상재해로	2022년	상반기에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10년간	평균	지급보험금	290억	불보다	22%	높

은	350억	불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과거	10년	동안	홍수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이전	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	심도는	향

후에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해서	심화하는	재난환경에서는	재난	리질리언

스(회복탄성력)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재난	리질리언스의	핵심

은	복구단계에서	최소한의	복구시간으로	재난	발생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	(Build	Back	Better,	BBB)로	되

돌리는	것이다(그림	2).	

2. 국내 재난관리 현황 및 문제점 

자연재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1995년	제

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예

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효율적인	업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

비가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2항에	민관협력위원회의	구

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	시	신속

성,	정책	일관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재난관

리는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는	

거의	배제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무분

별한	민간의	참여는	재난	대응	및	복구	속도를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간의	방재산업을	활성화

시켜	이를	국가재난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재난	리질리

언스를	강화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예산은	1)	토목공사를	동반

한	방재시설,	2)	방재장비,	시스템	구축	등의	방재설

비,	3)	안전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안전관리사업,	그리

고	4)	재난관리	조직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책정된다.	

2022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예산은	총	394개	사업에	

23.1조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방재시설	및	

설비구축	그리고	기술개발	및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

되어	있고,	복구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2022년	행안부에

그림 2. 재난 리질리언스 가동 능력2)

2) Lallemant, David. (2022) ‘Building Post-Disaster Resilience’. Disaster Analytics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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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

지역에서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00만	

원,	주택이	전파됐을	때는	1,600만	원으로	재난피해자

는	정부로부터	생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표	1).	2021년	재난관리평가	국민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난관리	

4단계	중	예방,	대비	및	대응	단계는	비교적	잘	수행

되고	있으나	복구단계에서	정부의	피해복구	및	지원

은	미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피해

자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난	이전의	상태로	신속

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재정이	튼튼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재난복구에	소요되

는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과	같은	민간의	재난금

융산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공주도의	재난관리정책

이	민간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의식	부재,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강화시켜	재난보험	활성화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주도	재난관리의	한계는	재난	피해집계에서도	

드러난다.	국가의	재난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해연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재난전문가는	재해연보에서	집계된	금액을	실제	

피해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연보에	집계되는	민간시설	

피해	금액은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보조한	지원금

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실제	공사비가	수억	원이	드는	

주택이	전파되었다고	할지라도	재해연보에서	집계되

는	피해	금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1,600만	원에	불과하

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2020년	자연재해로	인한	총피

해	금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89%

인	1조	1천7백억	원이	공공시설	피해	금액이였고	건물

을	포함한	민간	시설의	피해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1천4백억	원에	불과하였다(그림	3).	

이처럼	민간의	피해	금액	과소하게	집계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구지원금과	구호금	정도만	

사유	시설의	피해	금액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하여	있고	비

교적	선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에

서는	보험사에서	얻어진	사고데이터를	기초로	시설별	

보험	가입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실제	피해	금액을	

추정한다.	또한	국내·외	재난	관련	연구자들	역시	뮌

표 1. 재난지원금 주요 지원 대상 및 금액3)

구분 지원 대상 금액 (2022년 기준)

구호금

가구 구성원 사망, 실종한 유족 2,000만 원

장해등급 14급 이상 부상자
1~7등급 1,000만 원, 

8~14등급 500만 원

주택

피해지원

주택 피해(전파, 반파 등) 복구비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주택 피해자(전파, 반파, 침수) 

구호

8,000원/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생계지원비
주 생계 수단 

농어업 시설 50% 이상 피해
123만 원 (4인 가구 기준)

3) 2022년 행안부 발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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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스위스리	등	해외의	재보험자들이	재난보험	데

이터를	분석하여	발간한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난전문가조차	

방재산업의	범주를	토목,	소방설비	등	하드웨어	중심

의	연구개발,	이와	관련된	제조	및	건설업으로	한정하

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이	발달한	선진

국에서는	보험과	같은	재난금융을	방재산업	중	핵심	

산업으로	분류하고	보험을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3. 재난보험의 역할 

3.1.  손실 비용의 보전을 통한 재난 리질리언스 

강화 

재난	발생	후	복구단계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및	

대응	단계에서도	재난관리정책의	비용편익	및	재난관

리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를	파

악하여	손실	비용(또는	복구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

이	필요하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차적인	

피해는	건물,	설비,	기반	시설	등	물리적	자산의	파손

이다.	이를	수리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재물피해	손실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보험산업

에서는	이	비용을	‘Ground-up	loss’라고	한다.	물리

적	자산의	손실	이외에도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

업중단	(Business	Interruption,	BI)	피해	금액도	손

실	비용에	합산된다.	기업의	경우	자산의	물리적	손상

이	발생하면	사업이	중단되고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

이	발생하며,	개인의	경우	휴직	또는	실직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사업중단	손실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하여	도

로,	철도,	발전소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기

능이	마비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사업중단에	의한	손실	비용으로	분류된다.	2000년대	

이전에는	1차	피해인	재물피해가	사업중단으로	인한	

2차	피해보다	비교적	높은	손실	비용을	초래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산업과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경제주체	간	공급망(Supply	chain)이	복잡

해지면서	사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재물피해보다	압

도적으로	큰	손실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3. 2020년 재해연보4)

4) 행정안전부 (2021) 2020년 재해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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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을	통해	재난	리질리언스를	강화한다는	것

은	이들	손실	비용을	보험을	포함한	자본시장에서	확

보하고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	이전보

다	더	나은	상태로	복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AXA	Reinsurance	등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복

구	비용이	보험산업을	통해	충분히	투입될	때	손상된	

설비	및	인프라는	재난에	더	안전한	시설로	대체될	가

능성이	높아지고,	훼손된	공급망	역시	이전보다	탄력

적으로	재구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구과정에서	유

관	방재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5)	2005년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발생한	총손실	비용은	1,250억	불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600억	불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으

며,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총손실	비용	2,100

억	불	중	380억	불(18%)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바	있

다.	이들	재난	직후에는	자본시장	혼란이	야기되었지

만	며칠	내로	회복되었고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세

를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거대

재난으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부실화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영

향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그림	4와	같은	보험산업의	

계층적	위험	전가	방식	때문이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실의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세계	곳곳

에	퍼져있는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재

보험사들은	재재보험(Retrocession)을	통해	보험금을	

재분산하고,	캣본드(Catastrophe	Bond,	CAT	Bond)	

등으로	다른	자본시장으로	손실을	전가하기	때문에,	

5)   Cambridge Centre for Risk Studies and AXA XL (2020) Optimising Disaster Recovery: The Role of Insurance Capital in Improving Economic 

Resilience.

6)  Dahlen, Sebastian von, and Goetz von Peter. (2012) Natural Catastrophes and Global Reinsurance - Exploring the Linkages, BIS Quarterly 

Review. 

그림 4. 보험산업의 계층적 위험전가 방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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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해	보전된	손실금액은	전	세계	자본시장으

로	분산되어	재난에	대한	국가	경제의	영향력을	최소

화할	수	있다.	

3.2. 보험 침투도 및 재난보험 담보율 

2021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7),	과거	10년간	자연

재해로	인하여	OECD	회원국에서	발생한	경제손실은	

약	2조9천	불에	달하는데,	이	중	42%	정도인	1조2천

억	불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

실률을	보험으로	전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마다	

상이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와	보험	

침투도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바	있다.	보험	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란	

GDP	대비	보험료로	정의된다.	캠브리지대학	위험연

구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보험	침투도

가	높은	국가(3%	이상)는	평균	1년	이내에	경제가	정

상으로	회복하는	반면,	보험	침투도가	매우	낮은	국가

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4년	이상의	복구	기간을	갖

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표	2).	

7) OECD (2021), Enhancing financial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e risks: the role of catastrophe risk insurance programmes

8)  Cambridge Centre for Risk Studies and AXA XL (2020) Optimising Disaster Recovery: The Role of Insurance Capital in Improving Economic 

Resilience.

9)   Dahlen, Sebastian von, and Goetz von Peter. (2012) Natural Catastrophes and Global Reinsurance - Exploring the Linkages, BIS Quarterly 

Review. 

표 2. 보험 침투도 대비 재난복구 기간8)

보험 침투도 
GDP 대비 

손해보험료 (%)

총손실 대비 

지급보험금 (%)

복구 기간

(개월) 

매우 높음 > 4% 47% 37

높음 3~4% 16% 10

보통 이상 2~3% 36% 26

보통 이하 1~2% 8% 32

낮음 0.5~1% 2% 33

매우 낮음 < 0.5% 7% 53

그림 5.  OECD 회원국의 자연재해 피해액 보험금 지급 비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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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손해보험	침투도는	2021년	기준	

5.2%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

구하고	과거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중	

보험금으로	보전된	비율은	20%	내외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그림	5).	

높은	보험침투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

험금	지급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보험산업	구조에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손해

보험	보험료는	총	93.4조	원에	달하는데,	이중	상해,	

질병을	담보하는	장기보험	58.9조	원(63%)과	자동차

보험	20.4조	원(22%)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자연재

해를	담보하는	재난보험에	해당하는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전체	손해보험료의	8.4%에	해당하는	11.5조	

원에	불과하다.	보험산업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재

난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취약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

공	및	민간	자산들을	발굴하여	보험시장에	편입시키

는	등	재난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	

4.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4.1. 기존 정책보험 활성화

공공주도의	재난관리,	경제적	어려움,	안전의식	결

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연	재난에	취약한	농가,	어

가,	소상공인조차	자발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의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향상

시키고	민간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민간보험사와	협업하여	보

험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다양한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표	3).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담보

하는	정책보험들은	현재	급증하는	기상재해로	인하

여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배정,	

중복가입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사의	이탈	등	다

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강남역	

침수사고,	태풍	힌남노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

상공인의	경우	정책보험	중	풍수해보험에서	담보가	

가능하지만,	2021년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

입률은	4.7%에	불과하여	재난복구에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30년까지	풍수해보험	가입률

을	35%까지	증가시켜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

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보험이	재난	

리질리언스	강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률	증가뿐만	아니라	보험프

로그램	실효성	및	안정성	등	운영체계	전반에	관한	검

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3. 자연재해 담보 정책보험 사례 

구 분 풍수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근거 법령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연도 2006년 1997년 2001년 2008년

보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자연재해,

질병, 화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태풍, 해일, 적조,

강풍 등

22년 예산 246억 원 1,122억 원 4,381억 원 283억 원

정부 지원율 70~92% 70~90% 80~100% 7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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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기반시설의 재난보험 가입 

높은	보험	침투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연재

해	보험	담보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회기반시설

의	보험	가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공

공시설의	피해액은	약	3.4조	원에	달하는데	피해	대

부분이	하천제방,	저수지,	댐,	도로	등	토목구조물에

서	발생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노후	기반	시설	관리에	약	

59.3조	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준

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전체	기반	시설물	중	

16.9%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전체	시설물

의	26.8%가	노후화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공공시

설의	피해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댐	구

조물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이	63.5%로	다

른	시설에	비해	노후도가	높다.	이영규	박사(2021)에	

따르면11),	2020년에만	25개의	저수지	제체의	붕괴	사

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증가

하면	붕괴확률은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민간이	투자한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운영하

고	있다.	민간이	투자한	시설은	주무관청과의	협약을	

통해	완성토목공사물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

나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물들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

은	매우	미미한	상태인데	이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

설	특성상	사고	발생	후	이차적인	경제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

부분	복구공사가	정부의	재해복구비에만	의존하기	때

문에	복구가	지연되거나	임시	복구로	장기간	방치되

는	경우가	많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만으로	거대재난에	대

한	복구비를	처리할	경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역시	재난	보험가입을	통

해	민간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강조하고	있다.13)

4.3. 파라메트릭 보험의 도입

정부	재해복구비와	전통적인	보험금	지급방식은	손

실금액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

표 4. 2020년 기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현황12) 

구분 총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기타

토목시설 

총 

시설물 수 
153,561 31,806 4,746 487 613 99,120 6,246 2,102 3,545 4,401 38 457

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물

25,886 5,926 642 105 389 16,118 1,277 406 452 341 9 221

비중 (%) 16.9% 18.6% 13.5% 21.6% 63.5% 16.3% 20.5% 19.3% 12.8% 7.8% 23.7% 48.4%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상업의 정책 방향

11) 이영규 (2021) 국내 저수지 제체의 통계적 붕괴확률 추정: 2020년 자료 기준, 대한토목학회 

12) 국토안전관리원 (2022) 2021년 시설물 통계연보

13) IMF (2020) IMF Working Paper, Natural Disaster Insurance for Sovereigns: Issues, Challenges and Opti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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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대자연재난(Catastrophe	Event)의	경우	총손실

금액을	파악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

시에	복구비(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전통	방식의	파라

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이	대체적	리스크

관리	수단(Alternative	Risk	Transfer,	ART)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이란	강우량,	풍속,	

하천수위,	지진규모	등	사전에	정한	지표가	재난	발생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

는	보험상품이다.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

공기관이	즉각적인	복구비를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파라메트릭	보험은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로	특정	

지표의	임계값과	실제	손실	비용의	상관관계를	정량

화	할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전통

적인	보험상품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처

한	재난환경에	맞게	보험상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에	주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일환으

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

는	파라메트릭	보험이	손해사정	절차가	없고,	구조가	

단순하여	관리비용이	FEMA에서	지원하는	복구	프로

그램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보험의	확대

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15)	미국	뉴욕의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는	2012년부터	뉴욕

만에	있는	항구에서	수심이	특정	높이에	도달하면	2억	

달러의	보험금을	받는	파라메트릭	보험에	가입하고	있

으며,	멕시코는	지진	규모,	트리니다드토바고는	강우

량,	독일	등은	가뭄일수	등을	지표로	하여	파라메트릭	

보험으로	재난발생	시	보험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역시	놓여진	재난환경과	취약요

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	맞는	파라메트릭	보

험상품을	개발	및	도입할	경우	정부	재해복구비의	공

백을	신속하게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 결 언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면

서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보험과	같은	재난금융산업으로	이전하

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재난보험

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

으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공주도의	재난관리로	인

하여	민간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재난보험에	대

한	이해가	낮고	중앙정부의	복구지원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

에서는	재난보험의	활용이	공공주도의	재난관리	프로

표 5. 기존보험 vs 파라메트릭 보험 비교14)

구 분 전통적인 보험 파라메트릭 보험

보험금 지급 트리거 재물피해 발생 사전에 정한 지표(Parameter)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범위 실제 손실 보상 사전에 정해진 금액 정액 지급

청구 절차 복잡한 절차,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험금 결정이 투명하고 보상이 신속함

상품 구조 표준화된 보험상품 맞춤형 보험상품

14) Swiss Re (2018) Insights, What is Parametric Insurance?

15)  FEMA (2019) National Advisory Council Report to the FEMA Administrator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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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보다	더	경제적일	뿐	만	아니라	재난	리질리언스	

강화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고

에서는	재난보험의	활성화방안으로	1)	기존	정책보험	

활성화,	2)	사회기반시설의	재난보험	가입,	3)	파라메

트릭	보험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난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의	일부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

인	등에	분산시켜	사회	모든	주체가	재난관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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