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14 시민안전보험 신설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이연형 729-2810, 안전총괄팀장 한현석 729-3531, 담당 김학진 ☎ 729-3533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

□ 정책목표

 갈수록 다양화되는 재난, 재해 사고에 대비하여 제도적 보상장치를 
마련하고, 성폭력 범죄 및 어린이교통사고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
되는 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비하고자 함. 

□ 개    요

  ❍ 보험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자동가입)

  ❍ 가입내용: 자연재해 등 사망 및 후유장해 피해 보상(총 10종*)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추진방침 검토 보고 및 운영조례 공포

2019년 연간 ∘ 보험가입 및 홍보 

2020년 연간 ∘ 보험가입 및 홍보 

2021년 연간 ∘ 보험가입 및 홍보 

2022년 연간 ∘ 보험가입 및 홍보 

2023년이후 지속 ∘ 보험가입 및 홍보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1,641 - 641 - 126 133 192 190 1,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보험 가입검토 보고
운영 조례 제정 50 방침 결정 4월 방침 결정 100

2019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50 가입 계획 수립
1월 보험 가입

1월 가입계획 수립
1월 보험 가입 100

2020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속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 가입 100

2021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속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 가입 100

2022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속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 가입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 및 계획 수립 기본방침 가입계획 수립 확대계획 수립 가입계획 수립 가입계획 수립

보장항목 확대 - 보장항목: 8개 보장항목: 9개 보장항목: 11개 보장항목: 10개

보상실적 - - 7건, 22백만원 8건, 61백만원 2건, 3백만원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 4월: 가입계획 기본방침 수립 
◦ 10월: 관련 조례 제정·공포

2019년 보험 가입 및 홍보 ◦ 1월: 가입계획 수립  및 보험 가입

2020년 보험 가입 및 홍보 ◦ 2월: 보험 가입 및 주민 홍보 
◦ 9월: 확대 시행계획 수립 

2021년 보험 가입 및 홍보 ◦ 2월: 보험 가입 실시 및 주민 홍보 

2022년 보험 가입 및 홍보 ◦ 2월: 보험 가입 실시 및 주민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수정·중원·분당 경찰서 해당 기관에 관련 피해 접수 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안내 관련 내용 통보, 홍보물 지원 등

성남·분당 소방서 해당 기관에 관련 피해 접수 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안내 관련 내용 통보, 홍보물 지원 등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100 641 - 100 641 - 126 133 192 190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1,441 - 641 800 - 200 200 200 20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 보상실적 부진
◦ 보상조건 충족의 어려움 및 보장항목의
   다양성 부족

◦ 연도별 점진적인 보장항목의 확대 
◦ 보상실적이 많은 항목 보장액 상향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보장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비하되, 보상

실적이 부진한 항목은 검토 후 폐지 

□ 기대효과 

  ❍ 시민들이 우발적 사고·재해 및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