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사례

사고장소 I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장’ 여관
사고내용 I 투숙을 거부당한 만취손님이 앙심을 품고 휘발유 방화

사고개요

보험기간 I 2017. 7. 5 ~ 2018. 7. 5 (1년)
보상한도 I 대인 1인당 1억5천 / 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10억

가입면적

104m²
보험료

18,800원

보험 가입내역

대인

914,000,000원
사망 6명·부상 2명(합의금, 치료비),
사망 1명·부상 1명(보상처리 중)

대물

3,000,000원
인접 건물 피해

보험금 지급내역

숙박업소
화재

사례 1.

2018.01.20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19종입니다.

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 주고,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보상 범위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사례로 살펴본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까?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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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기존 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ㆍ계도(유예)기간 : ′18년 8월 31일까지(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18.8.31일까지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ㆍ가입기한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대인 최대 1억5천만원, 대물 최대 10억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제9조 규정

【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가입기한 】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 가입 문의전화 】

음식점
화재

사례 2.

2017.09.18

사고장소 I 경기도 안양시 소재 1층 음식점
사고내용 I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사업장 및 건물에 인접해 있는
  요양원에 연소 피해 발생

사고개요

보험기간 I 2017. 7. 4 ~ 2018. 8. 4 (1년)
보상한도 I 대인 1인당 1억5천 / 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10억

가입면적

168m²
보험료

20,000원

보험 가입내역

대인

84,268,800원
연소피해로 연기를 흡입한 요양원 입원환자 및
병원직원 총 133명에 대한 피해(합의금, 치료비)

대물

11,429,771원
2층 사업장(시설, 집기) 및
인접 요양원 건물 연소 피해

보험금 지급내역

1599-90101544-30301588-4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