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30

군민안전보험 확대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사업예산

예산사업    ☑
193백만원

국비   □ 도비   ☑
임기 후 지속  ☑ 비예산사업  □ 군비   ☑ 민자   □

목표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m 사업기간 : 2019. 5. ~ (매년 갱신)

 m 사업대상 : 완도군민(주민등록등본상 주소자 / 전입자 포함)

 m 보 험 금 : 193,104천원

 m 보장항목 : 14개 항목 (기존 11개 항목, 추가 3개 항목)

보 험 항 목 보 장 금 액 비 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사망시 1천만원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최고 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1,000만원

익사사고사망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9확대시행)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20확대시행) 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0확대시행) 1,000만원 한도



▮추진실적(2018. 7. 1. ~ 현재)

 m ’19. 5. 20. :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엠지손해보험)

 m ’19. 5. : 현수막, 리플릿,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 지속 홍보 추진

 m ’19. 8. : 2020 전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m ‘20. 2. 10. :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농협손해보험)

 m ‘20. 2. : 현수막, 보도자료, 반상회보, SNS채널 등 지속 홍보 추진

▮공약이행 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
도민안전보험 체결
(보장항목 확대)

건 4 1 1 50

조례 개정 건 1 1 100

2020년 1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 75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계획 총계 지금까지 확보 내역 집행총계
비고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집행
총계

임기전 임기내

193 26 167 90 9 81 85 85

▮향후 추진계획

 m ‘20. 2. ~ : 민선7기 군민안전보험 확대 지속 추진

▮군민참여(홍보)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5 10



▮증빙자료(사진 및 보도자료)

X-배너 보도자료

주관부서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전재난팀장 이양일 담당자 김윤화(☎5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