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장 항 목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인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완주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완주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완주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ㅣ보장기간ㅣ 2020. 3. 1. ~ 2021. 2. 29.

ㅣ보험대상ㅣ 사고당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ㅣ보험장소ㅣ 전국(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보험가입 혜택

보험금청구

보험가입 내용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ㅣ청구절차ㅣ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신청

ㅣ문     의ㅣ                            (Tel.1644-9666)
                 완주군 재난안전과 (Tel.290-2905)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 강도에 대한 정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형법」제337조 

    ~제340조에 의합니다.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 (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 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에「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및 상해로「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익사사고
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익사사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료사고 법률비용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의료법」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

 [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의미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