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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epare a civil safety insur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civil safety insurance, which 
is operated and managed by each local government autonomously.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ivil safety insuranc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insurance items, overlapping coverage between insurance items, and deviations in compensation limit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o secure the systemic management of guarantee items, 
standardize compensation standards, prepare an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independence. Sinc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ivil safety insurance analyzed as described above are formed by exchanging 
and receiving a complex mutual influenc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ivil safety insurance is not only a specific part of the study, but also 
comprehensively current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safety insurance, it is 
concluded that alternatives must be found.
Keywords : Guaranteed items, Compensation limit, Compensation standards, Financial independence

1. 서 론 

｢대한민국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
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6항에는 사회재난에 대해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먼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별로 수
습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 분야별 관련 법률상 
재난 유발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

지만, 이와 달리 구체적인 책임 이행 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형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재난 유발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책임 이행 능력, 즉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종국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현장 복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재난 
유발자 책임부담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2]. 

최근에 요구되는 재난관리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조하
고 있다. 즉, 정부 중심의 재난관리는 곳곳에서 한계를 보
이고 있고, 보완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
황이다. 결국 인력배치의 적절성, 효율적인 조직 운영, 적
극적인 예산배정 외에도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역량을 활
용한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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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관 협력 방식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의 대표적
인 예가 바로 정책성 보험에 관한 운영이다. 현재 국내에
서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은 대형 사고 및 인명 피해 등의 
안전사고 이후에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라 실제 보험의 역
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특히, 보험 미가입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보상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난의 형태가 갈수
록 대형화, 복합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가해자의 보상 능력
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신체, 재산에 관한 1차적 
손해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지속되는 2차적 손해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지원 정책상 사후적･경제적으로 피해자 구
제 기능을 보완하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국가지원정책으로는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
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최종적인 위험의 부담자 
역할을 일정 부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
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과 안전사고
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
체에서 개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
며, 이는 각 시･도 및 시･구･군별로 시민･도민･구민･군민 
안전보험 등의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지자체별로 가입･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관리체
계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5년 4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전
국 최초로 도입한[3]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가입하고 있는[4] ‘시민안전보험’으로 한정하였으며, 지
자체별 보장범위 및 운영현황과 조례제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민안전보험의 정의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사 또
는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
서 부담하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시민)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이다[5]. 또한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
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
사 또는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도록 하였다.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의 당사
자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이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
일로부터 1년씩 매년 갱신한다.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
교통 등 우발적 사고 및 재해 또는 범죄로 인한 피해 시민
의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인 시민
에게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특징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안전 관
련 분야에 대한 담보조건을 지자체의 재난환경 특성에 따
라 지자체가 직접 선택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의 최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잠
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2.2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폭발･화재･붕괴･산
사태 등의 재해나 교통사고, 익사 사고 등의 우발적 사고, 
뺑소니, 강도 등의 범죄에 의한 피해를 보장내용으로 한
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담보 내용을 삭제하거
나 추가할 수 있으며, 타 보험 및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는 제외한다.

2.3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2.3.1 가입 현황

2015년 4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2021년 4월 기준, 시･도 광역
자치단체가 가입한 경우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의 약 
90%(205개)가 보험에 가입하였고[7][8], 보험 가입 지
자체에 속하는 시민은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된다. 서울,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시･도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시･군･구는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보상사
례를 참고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의 보장항목의 종류와 
보상한도의 편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
종, 제주 등 7개 시･도의 보장항목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J. Korea Saf. Manag. Sci. Vol. 24 No. 2 June 2022
http://dx.doi.org/10.12812/ksms.2022.24.2.077 

ISSN 1229-6783(Print)
ISSN 2288-1484(Online) 79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의 보장항목별 보상한도의 편차에 
대하여는 다음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같은 보장항목이라도 보상한도의 편차 또
한 발생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지자체별로 계
약체결의 내용과 보험사별 출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사별 입장에 따라 제안 또는 
담보 내용이 달라진다[9]. 특히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은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련된 사고로 구성되어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것이
다. 보충적으로 이로 인한 휴업손해, 기타 재산상 손해의 
일부(법률비용, 미아 찾기 지원금 등) 등이 담보로 포함된
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를 담보하
는 ‘인(人)보험’ 계약으로써 ‘시민’이 ‘피보험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체결의 주체로서 ‘보험계약자’가 된
다. 이는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

명, 신체적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로서 다수의 사람(시민 전체)을 피
보험자로 하므로, 단체보험 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체
보험 형태의 사망보험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전원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보험
자가 되는 단체보험의 성격상 도덕적 해이가 적고, 전원 
동의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2.3.2 보상 현황

2017년 기준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
용 중 사고 등으로 지급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총 2억 
7,500만원으로 건수는 32건이며, 2018년 보험금은 총 5
억 6,200만원으로 건수는 57건이고, 2019년 보험금은 
총 24억 5,300만원, 건수는 352건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상한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도
에 많은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였고, 홍보도 본격 추진하
면서 2020년도 보험금 지급실적은 2019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Table 1> Guaranteed items in 7 cities and provinces

cities provinces Guaranteed items

Seoul (7)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ies and aftereffec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expenses, robbery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Daegu (11)

Deaths from natural disasters,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ies 
and aftereffec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expenses, 
robbery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y, death and aftermath while using chartered bus, Silver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Fee

Incheon (11)

Deaths from natural disasters,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ies 
and aftereffec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expenses, 
robbery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y, death and aftermath while using chartered bus, Expenses for 
visiting the emergency room for a dog bite accident

Gwangju (12)

Deaths from natural disasters,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ies 
and aftereffec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expenses, 
robbery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Death from drowning accident, death from agricultural machinery injury 
and aftereffects, death from infectious disease

Daejeon (11)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ies and aftereffec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expenses, robbery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Gas injury death and sequelae, death in water

Sejong (13)

Deaths from natural disasters,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ies 
and aftereffec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expenses, 
robbery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Legal support for hit-and-run, uninsured car injury, death and aftermath, 
medical accident, Expenses for visiting the emergency room for a dog bite accident, Silver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Fee

Jeju (22)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injuries and aftereffects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expenses, robbery injuries, death and aftermath, 
Drowning accident death, agricultural machinery injury death and aftermath, infectious disease death, 
hit-and-run/uninsured car injury death and aftermath, sexual assault crime injury, toxic substance death, 
Expenses for visiting the emergency room for a dog bite accident, Death and sequelae in a dog bite accident, 
Silver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Fee, Compensation for aftereffects of blood donation, burn 
surgery cost, Public transport injury treatment cost(including chartered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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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례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
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 조
례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명시된‘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소[10] 중 193개 지방자치
단체가 시민안전보험 가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
였으며,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9개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11].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2015년 7월 10일 최초로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며[12],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시민안전보험 가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충청남도 공주시와 예산
군, 경상남도 거창군 등은 ｢안전도시 조례｣에, 나머지 240
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시민안전
보험 가입 근거와 운영 방식 등을 담고 있다[1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보상범위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26개소, 보상한도를 지정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 화
천군 1개소, 가입대상에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는 곳은 
171개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내거소인명부 등재
인을 포함하는 곳은 29개소, 가입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
는 곳은 2개소,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
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곳은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 1개소이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는 단기체
류자격 비자(B-1, B-2, C-3)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상해치료비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보장항목 관리 및 보상체계의 미구축

3.1.1 보장항목 관리체계의 불비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이다.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1.5~2배 많은 보장
항목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크게 다
르다. 한 예로 서울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Table 2> Compensation limit for 7 cities/provinces

Guaranteed items Compensation limit 
(unit: 10,000 won)

natural disaster death Daegu 2,000 Incheon 1,000 
Gwangju 1,000 Sejong 1,000 

Explosions, fires, 
collapses, landslides, 

injuries, deaths

Seoul 2,000 Daegu 2,000 Incheon 
1,000 Gwangju 1,000 Daejeon 
2,000 Sejong 1,000 Jeju 1,500

Explosion, fire, collapse, 
landslide, injury and 

aftermath

Seoul 2,000 Daegu 2,000 Incheon 
1,500 Gwangju 1,000 Daejeon 
2,000 Sejong 1,000 Jeju 1,500

Injury and death while 
using public transport

Seoul 2,000 Daegu 2,000 Incheon 
1,000 Gwangju 1,000 Daejeon 
2,000 Sejong 1,000 Jeju 1,500

Shanghai aftermath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eoul 2,000 Daegu 2,000 Incheon 
1,500 Gwangju 1,000 Daejeon 
2,000 Sejong 1,000 Jeju 1,500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Fee

Seoul 1,000 Daegu 2,000 Incheon 
1,500 Gwangju 1,000 Daejeon 
1,000 Sejong 1,000 Jeju 1,000

robbery injury death
Daegu 2,000 Incheon 1,000 

Gwangju 1,000 Daejeon 2,000 
Sejong 1,000 Jeju 1,000

robbery injury injury
Daegu 2,000 Incheon 1,500 

Gwangju 1,000 Daejeon 2,000 
Sejong 1,000 Jeju 1,000 

Injury and death while 
using chartered bus Daegu 2,000 Incheon 1,000

Shanghai aftermath while 
using chartered bus Daegu 2,000 Incheon 1,500

drowning accident death Gwangju 300 Jeju 2,000
Farm Machine Injury Death Gwangju 300 Jeju 2,000
Agricultural machinery injury Gwangju 300 Jeju 2,000
infectious disease death Gwangju 200 Jeju 300

gas injury death Daejeon 2,000
Gas injury aftermath Daejeon 2,000

Hit-and-run, uninsured 
car injury death Sejong 300 Jeju 1,000

Disability after hit and run, 
uninsured car injury Sejong 300 Jeju 1,000

Medical Accident Legal 
Support Sejong 1,000

sexual assault crime injury Jeju 1,000
Toxic substance death Jeju 1,000

Expenses for visiting the 
emergency room for a dog 

bite accident
Incheon 30 Sejong 20 Jeju 10

Dog biting accident death 
and disability Jeju 1,000

death in water Daejeon 1,000
Silver Zone Traffic Accident 

Injury Treatment Fee
Seoul 1,000 Daegu 2,000

Sejong 500 
blood donation sequelae Jeju 500

burn surgery cost Jeju 100
Public transport injury 

treatment cost 
(including chartered bus)

Jeju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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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
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7가지 보장항목에 대해 보장하
나, 광주시는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12가
지 보장항목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
죄 상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
비,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
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등 15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22가지 보장항목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별로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장내용
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보장항목에 관한 사항
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에서의 피해보장이 A사에는 포함되나 B사는 
제외된다거나, 농기계 사고의 경우에도 농기계에 따라 보
장범위 등도 차이가 난다. 대구와 인천에서는 전세버스 이
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대구와 세종, 
제주에서는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보장하고 있
다. 특히 의료사고 법률지원은 제주에서만 보장하고 있으
며,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헌혈 후유증 보상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전세버스 포함)는 제주
에서만 보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자체별로 보장내용
이 상이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현
재 실행이 가능한 대략적인 보장항목으로 보험 상품을 설
계하여 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보험사와 조율에 의해 결정하고 있어 지자체 간 보장
항목의 종류와 세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
안전보험의 주관부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험에 가입
한 지자체를 관리할 합리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3.1.2 유사 피해에 대한 보장항목 간 중복 보상

두 번째는 중복 보상 부분이다. 물놀이와 익사 보장항목
이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물놀이 중 익사 시 두 항목
에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화상 후
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화재와 화상 진단 위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가스로 인한 화재와 폭발 사고의 유사 
피해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시･도와 시･군･구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민안전보
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가 유사한 보장항목을 구성하

여 중복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난 관련 보장항목 중에는 익사에 관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유람선 등 비직업적 승선은 대중교통의 
항목에서 보장한다. 또한 외상성 절단, 군대 밖에서 발생
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군복무 중 상해,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포괄적 상해 의료비 등은 대중
교통 등 타 보장범위와 중복되어도 지급할 수 있고, 특히 
포괄적 상해의 경우 의료비와 함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
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 재난과 관련된 일부 보장항목
은 재난지원금 제도와 중복 보상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

3.1.3 보상한도 편차의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한 재난 및 사고 피해를 보
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
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같은 화재 사고
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라도 대구시는 
2,000만원, 경기도 고양시는 1,500만원, 부산 부산진구
는 1,000만원을 보상하고, 같은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질병 사망 및 만 15세 미만자 제외) 충남 서산시
는 2,000만원, 경기도 의정부시는 1,500만원, 부산 서구
는 1,00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뺑소니사
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
세 미만자 제외)와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세종시는 300만원, 제주도는 1,000만원을 보상하
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와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광주시는 300만원, 제주도는 2,000만원을 
보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는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 미보장
으로 보상금을 미지급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
원금 중 자연 재난 사망자에 대한 구호금이 종전 1,000만
원에서 2020년 8월에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자동
차보험 등 다수 보험에서 사망･후유장해 최저 보상한도도 
2,000만원인데 비해, 사망･후유장해 보상한도는 대부분 
1,000만원으로 타 보상에 비해 낮고, 지자체별로도 최저 
300만원, 최고 2,000만원으로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도별로 같은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한도를 달리하여 보
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미가입한 시･도가 있어 보상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등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
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주관부처를 
통한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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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 운영관리 체계의 미흡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되
고 있으나 지자체별 자율적 가입으로 지자체 차원의 독립
적 운영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운영상 통일된 지침이
나 담당부처를 통한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된 전산관리망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
다. 주관부처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곳도 많아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성 
보험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체계적인 보험영역이 설정
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운영방
식과 지원율이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위험분산 시스템, 
운영 주체의 법적 지위, 국가의 위험 담보를 위한 재정 구
조 등에서 일관된 형식의 운영이 되질 않아 중복 보상 등
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3.2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3.2.1 보장항목 관리의 체계성 확보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와 지자체 상호 간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보장항목과 보
상한도가 결정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도입 초기 단계
로 보험 상품이 만족스러운 단계에 있지 않다. 또한 보험사
에서는 그간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보험사와 조율을 한다[14].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0년 5월 8일부터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여 2021년 보험 종료까지 426명의 화성시
민이 상해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화성시가 보험비
용으로 2억 4,133만원을 지급하고 7억원의 수혜를 입었
기 때문에, 2021년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준
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1년 4월 23일과 5월 3
일 2회에 걸친 화성시민안전보험 입찰이 1차, 2차 모두 
국내 보험사의 무응찰로 무산되었다[15]. 국내 보험사가 
무응찰한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상해사
고로 인해 상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비용 일부
를 총 약정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상품이다. 2020년에 이
러한 보험을 가입했던 지자체의 경우, 의료비 보상한도 조
기 소진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손실 발생 등의 문
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험계약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16].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는 2018년 3월 시작한 시민
안전보험을 시행 3년여만인 2020년에 중단하였다. 실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미미하여 용인시의
회가 ‘효과 없다’라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
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8년 4건, 2019년 8건, 
2020년 3건 등으로 3년간 15건에 그쳤다.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용인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B시의 경우 
2020년 화재 사망으로 단 1명만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
을 받았다. C시의 경우 3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 3억 
1,45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였으나, 지급된 건수는 화재
사망 단 1건으로 1천만원이 지급되어 의회에서 안전보험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조례 자체를 폐지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은 사망과 후유장해(자연재해, 화재･폭
발･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등)만을 보장하여 많은 
수혜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 보험 상품은 보험사와 지자체 상호 간 협상에 의해 결
정되고 있어,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동일
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다. 이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 
피해 시 동등하게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
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의논하여 세부 보상기준
에 대한 보험사별 차이를 정비함으로써 보장항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3.2.2 보장항목 보상기준의 표준화 

보험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현재 실행
이 가능한 대략적인 보장항목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보
험사와 보장항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1.5~2배 많은 보장항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유사한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소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종류가 다른 보장항목을 우선선
택, 추천, 중립, 신중검토 등으로 보장항목별 등급을 부여
하고 보상한도를 상향 평준화하여 항목별 장단점, 보험료 
등 보장항목별 표준기준을 제시하여 보상항목별 보상기준
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자체의 입장이나 지
역 여건에 따라 보장항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높이
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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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장항목의 보상실적과 보험료, 중복 보상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장항목
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보장항목별 권고기
준을 마련해 2021년 5월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8]. 즉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피해의 규모가 큰 대형화재 및 폭발 
등에 의한 사망, 후유장애 사고의 경우 필수가입 대상으로 
우선 선택하게 하고,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
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7개 항목은 추천등급으로, 온랭･한랭 질환 진
단비와 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9개 항목은 중립 
등급, 끝으로 자연재해 사망이나 감염병 사망,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등 16개 항목은 신중검토 등급으
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
중검토 등급의 경우는 보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해당
하는데 이때 그 이유나 정부지원금과의 중복 여부 등을 동
시에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보상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 평준화한다[8]. 중복보장･보상 실적 저조 항목을 정
비하고 화재･대중교통 등 우선선택 항목에 대한 보상한도
를 상향한다. 그리고 보상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 지자체
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
의 보상항목별 보상한도의 편차를 참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한도를 2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었지만 
2022년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로 가입한 개물림사고 응급
실 내원치료비,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애, 헌혈 후유증 
보상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전세버스 
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에 대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하
여 검토하고 추가해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3.2.3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민안전보
험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보상범위, 
보상대상, 보상 규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재정자립도가 낮
은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와 함께 그에 따른 갈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방안
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현재까지도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지역의 경제적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17].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 보
험 종료까지 보험비용으로 2억 4,133만원을 지급하고 7

억원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2021년 시민안전보험 입
찰이 1차, 2차 모두 국내 보험회사의 무응찰로 무산되었
다. 그러자 화성시는 무응찰 이후에도 여러 보험회사에 연
락하여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
나, 참여 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찾지 못하였다. 경기도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은 시민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제입찰을 위한 방
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
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면 국제입찰이 가능하다
는 것을 알고, 11개 국내 보험회사와 접촉하였고, 국제입
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6개의 보험회사로부
터의 거절의사를 다시 확인하였다. 2021년 6월 29일 국
제입찰 대상에 따라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WTO 정부조달
협정국인 홍콩의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국제계약을 
통하여 화성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산의 낭비 없이 많은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국제계약을 통
하여 화성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주소지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개
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재난 피해 시 최소한의 보호를 동등
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해 보험료 보조 등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자립도
가 열악한 지자체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2.4 시민안전보험 통합 운영 관리체계의 마련

2015년 4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전
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
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주관부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 운영관리를 위
해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시민안전보험
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시민안전보험 운영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 정책성 보험은 종류가 다양하고 체계적인 보험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방식과 지원율이 다양하며 위험
분산시스템, 운영 주체의 법적 지위, 국가의 위험담보를 
위한 재정 구조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별적
이고 비효율적인 중복지원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자체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체계의 
도입이다. 즉,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관리는 보험 운
영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산
망의 구축을 통한 관리는 우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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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전산관리망을 통한 운영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다만 전산관리망은 형태상 자체적이든, 위탁 
운영이든 궁극적으로 정부시스템 하나의 관리망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18]. 이러한 전산관리망의 운영 부분은 시
민안전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
보험 등에서도 효율적이다. 

전산망 구축과 더불어 중앙부처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언
론보도, 홍보 리플릿 표준 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영
조물 보험 등을 함께 홍보하고 전입신고, 사망 신고, 각종 
인허가 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안전
부 재난지원금,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질병관리청 감염
병 장례비, 국토부 뺑소니 정부지원사업 등의 홍보도 병행
할 경우, 보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 결과 시민안전보험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장항목 간 중복보
장 문제 및 보상한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사별로 똑같은 보장항목이라도 
세부 기준이 다르고, 비슷한 사고나 재난의 경우에도 지역
이나 장소에 따라 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이 문제점으
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시민안전보험 운
영관리 실태 분석을 통하여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
에 있어 모든 국민이 최소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시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 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내용이 다른 것은 손해보험
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기준을 새
롭게 정비한다. 

둘째, 지자체가 보장항목 선택 시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및 
보상한도를 상향 평준화하여 보상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지
원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보험료 보조 등 직･간접
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한다. 

넷째, 행정안전부가 시민안전보험을 총괄 담당하고, 시

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를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전
산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한 통합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인 재난이 빈
발하고 재난의 대형화로 피해자의 보상과 복구에 사회적
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다[19]. 지금까지 우리나라
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 불안 해소를 통한 사
회 안정 도모와 피해자 집단의 단체행동을 고려하여 정부
가 우선 협상자로 나서서 피해자 측 대표와 보상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방법은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사상의 책임법리에 어긋나고, 사고원
인, 사고장소, 가해자에 따라 피해배상액에 많은 편차가 
나게 된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파산하면서도 
피해자는 적정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상이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20]. 따라서 대형 사고가 지속해서 발
생하고 국민의 자기책임 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보험 가
입이 저조한 현실에서, 시민안전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신속하게 
해주고, 가해자가 사고 발생 후 일상의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본 보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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