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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1. 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
유형재물인 보험목적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 파손, 훼손, 오손되는 등의 직접손해를 보상
가. 동산종합보험
-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방식
- 의료용기기, 전자기기, 통신기기, 공장 내 재고자산, 리스물건, 중장비, 전시품 등의 화재, 낙뢰,
도난, 파손, 폭발, 파열사고에 따른 손해를 담보
나. 재산종합보험
-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방식
- 대표적인 담보위험의 종류로 화재, 낙뢰, 폭발, 도난, 태풍, 홍수, 범람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
에 연기, 지진, 설해, 우박, 항공기, 차량 등에 의한 손해도 담보

2.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가.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다음 특약 첨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주차장 특별약관
-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 항만하역업자 특별약관
- 창고업자 특별약관
- 경비업자 특별약관
-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제품이나 완성작업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자, 공급자, 판매자, 시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TV, 세탁기, 전기장판 등 전기제품의 화재사고, 정수기 화재/누수사고
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 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및 법정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폭발, 파열, 화재, 누출로 인하여 타인에
게 지는 신체장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고압가스사고, LP가스사고, 도시가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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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 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및 법정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폭발, 파열, 화재, 누출로 인하여 타인에
게 지는 신체장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고압가스사고, LP가스사고, 도시가스사고
마.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 육상화물운송업자가 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로 화물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는 손해배
상책임을 담보
- 화물자동차 운송위험담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위험담보
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신체손해와 재물손해에 대한 체
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레포츠클럽, 스키장, 눈썰매장, 골프장 등에서의 사고
사. 선주배상책임보험 및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 해상여객운송인이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지는 신체상해 및 기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유람선, 도선 등에서의 사고
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는 보상책임을 담보
- 사용자책임(Employer's Liability) : 근로자의 재해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관리나 감독상의 과실을 근거로 한 민법 제750조나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 중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책임

3. 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
기술보험은 본질적으로는 보험사고로 유형물이 입은 직접적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에 속하나
담보위험이 건축, 토목, 기계 또는 전자공학 등 각종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다른
재물보험과 구분됨.
① 기계보험
② 건설공사보험
③ 조립보험
④ 전자기기보험

4.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피보험자의 기업시설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영업이익의 손실이나 비용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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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
①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②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보험
③ 기계보험의 기업휴지보험
④ 건설공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5. 도난보험
- 특정장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이 불법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해 도난손해를 입는 경
우에 그 직접손해를 보상
- 귀금속점, 도매점, 소매점, 기타 제조업체 사업장 내 재고자산의 각종 도난사고

6. 비보험 재해사고 손해사정

TEL : 02-458-8216

FAX : 02-457-497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