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풍수해공제 가입화면으로 이동 ▶ 풍수해공제 

가입화면에서 공제로 확인하기 선택 ▶ 가입정보 입력 ▶ 본인부담 공제료 확인 

▶ 본인인증 ▶ 신용카드 결재 ▶ 가입완료

가입방법    

가입 정보 입력시 유의 사항  

스마트폰(핸드폰) QR코드로 가입하기

QR코드 스캐너로 찍기

사업장 건물정보

대표님의 사업장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정식건물인가요?

건물층수

건물면적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
건물인가요?

건물의 전체 층수를 입력해 주세요

기입하고자 하는 면적을 입력해 주세요

※  가건물, 태양광발전소, 축사, 온실 
    ‘아니오’ (가입대상 아님)

※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전체 층수 입력

※  사업장 전용면적 입력
    (건물 전체 연면적 아님)

※  내진설계 확인 불가시 ‘아니오＇

아니오 예, 맞습니다

아니오 예, 맞습니다

지상

평

지하

m2

3

4

소상공인 풍수해 공제

연간 공제료  정부, 지지체 최대 92% 지원 !!  
(본인부담공제료 상가 평균 2만4천원)

연간 1회 납입(일시납)!!

자연재해로부터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장

풍수해 공제 고객센터
02-6900-3240 (평일 09~18시)

※QR코드 스캐너가 없으신 경우 가입방법

   “노란우산”검색 ▶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 소상공인보험 ▶ 풍수해공제

자연재해로부터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공제료 확인하기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장

풍수해 공제

소상공인 풍수해 공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10만 미만

    기타 일반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아르바이트 제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보상하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공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를 지원(공제료의 
59~92%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

모바일로 공제료 간편하게 계산 및 간편가입

가입목적물 목적물 상세 최대 보상한도

상  가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1억원

공  장 건물, 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1억 5천만원

재고자산 상품(완제품), 반제품, 원자재 등 5천만원

가입대상

상품특징

※ 가입 제한 사업장
     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건물, 축사, 비닐하우스(온실포함), 

태양광 발전소

공제료
(전국 평균)

보상한도
(최대)

비고

상가
(소유자)

총 액 109,700

100,000,000

▶ 상가건물     
   1억원

▶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64,700
(59%)

자부담
45,000
(41%)

상가
(세입자)

총 액 60,400

50,000,000
정부지원

35,600
(59%)

자부담 
24,800
(41%)

공장
(소유자)

총 액 139,900

150,000,000

▶ 공장건물 
   1.5억원

▶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82,500
(59%)

자부담 
57,400
(41%)

공장
(세입자)

총 액 48,700

50,000,000
정부지원

28,700
(59%)

자부담 
20,000
(41%)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료(일시납) 및 
보상한도 예시

가입시 일시납으로 연간 1회만 납부 !!
(월납입 공제료 아님)

※자부담 : 계약자 본인이 납입하는 공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