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rterly Magazine

위험과 보험

2014 No.1 Vol. 112

Focus

유류오염과 배상책임

Special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의 이해 및 위험요소(1/2)

Research & Analysis
Proposal

기계설비 제조판매자의 책임한계

사회기반시설의 보험가입 활성화 제언

Accident Review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위험증가 및

		

대응방향

Life Trend

무면허운전도
가능한

카트

요즘 소형 경주용차인 카트(Kart) 동영상이 화제다. 지난 3월 초 MBC‘우리 결
혼했어요 시즌4’
를 통해 방송된 가수 우영과 탤런트 박세영의 카트대결과 지난
해 연말 MBC‘일밤-아빠어디가?’
에서 남다른 카트실력을 뽐낸 김성주 아들
김민율의 영상이 그 주인공이다. 방송 후 카트장을 찾는 아빠와 아들 또는 연인
들이 늘고 있다. 운전면허증과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다.
‘자동차공학의 축소판’
으로 불리는 카트는 겉보기에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제전으로 꼽히는 F1의 경주차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카레이서인 미하엘 슈마허와 세바스찬 페텔 등도 카트로 기본기를
익혀 모터스포츠에 입문했다.
카트는 차체가 작고 낮다. 하지만 조작은 간편하다.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핸
들을 잡은 뒤 자동차처럼 왼발로 브레이크를 통제하고 오른발로 액셀러레이터
를 밟으면 된다. 오른발에 힘을 주면 카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출발은 다소
무겁지만 금세 속력이 붙는다. 생김새는 작고 다소 귀엽게 보여도 일반인을 위
한 레저용 카트의 경우 적선코스에서 최고시속이 60km까지 나가며 체감속도
는 2배 이상이다.
자동차와 달리 덮개가 없어 속도가 올라가는 만큼 쾌감도 높아진다. 더 짜릿하
고 빠른 스피드를 원하면 레저카트 대신 레이싱카트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시속 100km까지 내달리는 레이싱 카트는 소정의 교육과 카트장의 코스면허
증을 받은 뒤 이용이 가능하다. 지상고가 5cm 정도라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달리는 기분이 매우 짜릿하다. 그러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코너링 때 무리한 스핀을 주지 않고, 일부러 펜스에 들이받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국내에는 F1서킷이 있는 전남 영암과 서울 잠실, 경기도 파주, 경북 경주
등에 전용트랙을 갖춘 체험장이 있다.
화창한 봄, 주말 가족나들이에 짜릿하고 스릴있는 이색체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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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Canyon호 좌초사고이다. 이 사고는 1967년 3월18

지난 1월 여수항에서 발생된 유류오염사고는 2007.

초에 좌초하여 운송 중이던 원유 약 120,000톤이 영국

12. 7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해안 및 프랑스해안을 오염시킨 사고이다. 본 사고 이

발생된 유조선 Her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의 악몽을

전에도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의

떠올리게 하고 있다. Herbei Spirit호 사건에서 유조선

가 있었기는 하나 Torrey Canyon호 사고는 유류오

에 적재되어 있던 원유 263,944톤 중 약 10,900톤

염피해에 대한 논의를 대폭 앞당기고 가속시키게 되

(12,547kℓ)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액은 총

었다. 이 사고는 배상 및 보상의 수준을 높이는“1969

5,385억원 내지 5,735억원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1) 해

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안가의 바위나 모래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자 인원이 연인원

Damage(Brussels, 29 November 1969)](이를 통상‘1969

기준 166,905 명이었으니 재앙이라 할 수 있었다.

CLC’또는‘1969 민사책임협약’
이라 한다) 및“1971년 유

이에 필자는 이번에 발생된 유류오염사고의 내용을 보

류오염 손해배상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기로 하며 그에 앞서 유류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국제협약”

일반적인 사항,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규모의 유류오염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사고인 Herbei Spirit호 사건을 아울러 보려 한다.

Damage, 1971(이를 통상‘1971 FC’또는‘1971 기금협

일 유조선 Torrey Canyon호가 영국 남서해안의 산호

II.	유조선에서 배출된 유류로 인한
유류오염

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절하게

1. 서론

Concerning Liability for Oil Pollution (TOVALOP)을

2차대전이 종료된 후 세계무역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

체결하여 방제작업을 독려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더 관

되었는데 그와 함께 수출입 화물의 선박에 의한 운송이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였다. TOVALOP에 의한 이러

마찬가지로 급증하게 되었다. 선주들은 한 번의 항해로

한 보상을 보충하기 위하여 석유업계도 1971. 1. 14.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선박의 규모를 키우는데

Contract Regarding an Interim Supplement to

전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원유나 제품유

Tanker Liability for Oil Pollution (CRISTAL)을 체결하

를 수송하는 유조선에서도 심하였다. 그런데 유조선의

여 피해자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유조선이 해난사고를 일으키게 될

요컨대 Torrey Canyon호 사고에서 야기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규모가 전에 없이 극대화 되게 되었다.

문제는 기존의 법률로 규율하기에 너무도 맞지 않는 상

그 단적인 사례가 1967년에 발생된 유조선 Torrey

황이었다. 거기에서 해상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

대처하기 위하여 유조선주 스스로 1969. 1. 7. 자발적
보상협정인 Tanker Owners Voluntary Agreement

1)	이는 IOPC가 2008년 6월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항목별로는 방제작업비 1,345억원, 어업 및 양식업 손해 2,060억원, 관광업 손
해 1,980억~2,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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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견하고,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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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이라 한다))을 성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CLC가 발

04
05

하여 특별한 법규범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

(2) 2단계 보상의 필요성 대두와 1971 Fund의 성립

으로는 국제조약의 성립이며 CLC와 FC인 것이다.

1969년 Brussels에서 열린 해상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사실 1978년에는 Amoco Cadiz호 사고가 발생하였고,

국제법률회의에서의 논의가 CLC를 탄생시켰는데 당시

1989년에는 Exxon Valdez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이미 유류가 위험한 화물의 성격인 점을 감안하여 유류

의 법규가 계속적으로 부족함이 인식되어 유류오염에

화물의 화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논의되었다. 유조선주

대한 배상과 관련된 국제조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뜻에서

왔다.

2단계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탄생된 것
이 1971 Fund이며 이후 1992 Fund, Supplementary

Focus
초점

2. CLC, FC,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Fund Protocol of 2003이 등장하였다.

(1) 1969 CLC에서 1992 CLC로

Fund의 취지는 유류오염에 대한 배상·보상은 그 가

1969 CLC가 성립되고 발효된 후 1978년에는 Amoco

공할만한 규모를 감안할 때 유조선주가 단독으로 부담

Cadiz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피해규모는 종전의

하기에는 애당초부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석유업계

Torrey Canyon호 사고에 비하여 훨씬 컸으므로 1969

는 해당 유조선을 이용하면서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는

CLC 아래에서 지급되는 배상금액의 규모가 현실에 맞

데 무엇보다도 유조선주가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지 않게 적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인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선료에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공론이 일었고, 개정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것

이다. 또한 석유업계가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에서 재

이 1984 Protocol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법체계의 대부

판관할지가 어디이고, 적용법률이 어느 국가의 법률이

분이 완성되었으며 현재 적용되는 1992 CLC는 그 내용

냐에 따라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

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석유업계는 일찍이 1971

년에 CRISTAL을 체결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을

96.86%에 해당된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CRISTAL은 말그대로 석유업계

우리나라는 1997. 3. 7. 92CLC에 가입하여 1년 후인

가 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

1998. 5. 16 발효시켰다. 우리나라는 이때 1969 CLC

였던 데에 비해 국제기금협약은 협약의 주체가 국가이

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아래에

고, 국가는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

서는 92 CLC에 대하여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의 개입아래 석유업계가 조성한
(2) 적용범위

CRISTAL의 경우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

유조선에서 배출 또는 유출된 유류(실적화물로서 운송 중

같고, 실제로 국제기금협약체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던 유류) 또는 연료유에 의하여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

무난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우에 적용된다. 일반선박에서 배출 또는 유출된 연료유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1971 Fund이던, 1992 Fund,

에 의한 발생된 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소위 Bunker

Supplementary Fund Protocol of 2003이던, CLC상

Convention이 적용된다.2)

의 배상책임제한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

(3) 지리적 적용범위

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염손해가 체약국의 영해 또는 EEZ3)내에서 발생된 경
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조치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를 행한 장소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92 CLC가 적용된다.

수락하면서 같은 날 유배법을 공포하였다. 유배법은 69

(4) 선주책임의 원칙 - strict liability

CLC 및 71 FC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책임제한절차에

유조선주는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면책되며, 그 외에는

관하여는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배법은 앞서 본 일본의 유탁손해배상보장법과 거의 동

첫째, 오염사고가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

일한 체제 및 내용을 갖추고 있다.

외적이고 불가피하고 또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4)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3. 1992 CLC의 내용

둘째, 오염손해가 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써

(1) 가입국 현황

행한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014. 2. 28 현재 IMO 통계에 의하면 132개국이 92

셋째, 오염손해가 전적으로 등대 기타 항해보조시설의

CLC에 가입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선복량 grt 기준

유지에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기타 당국의 과실, 기타

2)	유조선(Tanker)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하여는 CLC가 적용되며 Bunker Convention이 적용되지 않는다(Bunker
Convention Article 4.1)

3)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 Nautical mile, EEZ는 200 Nautical Mile이다(유엔해양법협약).
4)	유배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제1항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한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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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2. 12. 8. 1971 Fund Conven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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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보상을 하게 하는 체제가

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이다.5)

사건에는 이 금액이 적용되는 바, 한화로 환산하여 보면

이러한 점에서 유조선주의 책임은 Strict Liability로 이

약 1,480억원이 된다.10)

해되고 있다.6) Strict Liability는 우리나라의‘무과실책
임’
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7) 이는 1957년

(6) 강제보험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선주책임제한 조약이 취하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수정

2,0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유조선은 책임보험에

한 것이다. 이는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유조선

가입하거나 은행보증서 등에 의한 재정보증을 유지하도

의 선주는 그 과실을 논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록 하고 있다.11) 그러한 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서가 존

않고 신속하게 방제작업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유류오염

재함을 증명하는 체약국 발행의 보장계약증명서는 선박

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8)

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손해
를 입은 자는 위와 같은 보험회사 또는 재정보증서를 제

Focus
초점

(5) 배상책임의 제한

공한 자(보험자 등)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92 CLC는 그 이전의 1957년 선주책임제한 조약이나

있다.12) 이점에서 P&I Club의 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69 CLC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

Pay to be Paid의 원칙과 다르다.

다. 다만“그 유류오염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그런데 보험자 등이 책임지는 범위는 어느 경우에나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

92CLC(개정으로 그 수준이 인상이 되었으면 그 수준) 아래에

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

서의 책임제한금액에 한정되며 가사사안이“그 유류오

한 경우”
에는 유조선주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9)

염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무한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제한을 배제할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수 있는 사유의 내용은 앞서 본 69 CLC의 그것과 다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라 하더라도 보

것이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유조선주의 책임제한

험자의 책임은 위 책임제한금액에 고정된다.

이 배제되는 경우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92 CLC는 69 CLC에 비하여 책임제한금액을 인상하였

4. 1992 Fund Convention의 내용

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0. 18 결의로 그 금액을

(1) 보상책임의 주체

다시 인상하여 현재 92 CLC는 책임제한금액이 최대 8

보상책임의 주체는 기금인데 이들은 법인화되어 있다.

천977만 SDR로 되어있다. Herbei Spirit호 유류오염

즉 71 Fund와 92 Fund는 서로 다른 책임주체가 된다.

5)	Article III. 2
6)	Mans Jacobsson, 상게 논문, p. 4, Z. Oya Ozcayir, 상게서, p. 214
7)	이에 대하여 Article III. 1에 규정된 유조선주의 책임은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Strict Liability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 김인현, 유류오염손해 및 보상법관련 최근동향, 인권과 정의 제38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 10.), 73면
8)	졸고,“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와 그 최근 동향”
, 12면
9)	Article V. 2
10) 환산율은 지급시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편의상 2014. 3. 12. 현재 1 SDR의 환산율 1,648.93원을 적용한 것이다.
11) Article VII. 1
12) Article VII. 8

92 Fund에 조성된 기금은 92 Fund에 가입한 국가에

있는 기타의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제한된 소유자의 책

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될 것

임을 초과하는 때이다.

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
라에서 만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중국의 피해자는

(3) 보상금의 지급

유조선주로부터 92 CLC에 의한 책임제한금액 범위 내

92 Fund가 유류오염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에서 배상을 받겠지만 피해액이 그 책임제한금액을 초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위 (3)항에서 본 사유 중 셋째 사

과하거나 유조선주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누구로부터도

유, 즉 피해액이 92 CLC의 책임제한금액을 초과한 경

추가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92 Fund로서는 92CLC에 의
하여 유조선주가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고 동 책임제한

다음의 3가지 사유로 오염손해를 입은 자가 92 CLC의

어야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13) 왜

제조건에 의거하여 충분하고도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냐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채권신고인들(피해자들)이 배

가 없는 경우에는 기금은 오염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그 사유는 첫째, 92 CLC

따라서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절차가 특별히 진행되지

에 의거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않았더라도 92 Fund가 판단할 때 손해발생사실 및 손

둘째, 92 CLC에 의거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소

해액이 입증된 청구의 건에 대하여 우선 전부 또는 일부

유자가 재정적으로 그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기가 불

를 지급할 수도 있다.

가능하고, 또한 동 협약의 제7조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보상한 경우 92 Fund는 위 채권

재정적 보증이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만족시키는데

신고인들(피해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위 책임제한절차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때이다. 여기서 손

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14) 나아가 Fund는 예

해를 입은 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가 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도 92 CLC에 의거하여

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Fund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의 전액을 입수하기가 불

조기지급을 할 수 있다.15)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그의 의무를 이
행하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재정적 보증이 불충분한 것

5. CLC 및 FC의 책임제한금액의 인상

으로 본다.

1992 CLC도 1997년 일본에서 발생된 Nakhodka호 사

셋째, 손해가 92 CLC의 제5조 1항에 따라서 제한된 소

고,16) 1999년 프랑스에서 발생된 Erika호 사고에서 다시

유자의 책임을 초과하거나 또는 동 협약의 채택일에 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0. 10. 18

효하고 있거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

92 CLC 및 92 FC의 최고배상 및 보상한도를 기존의 금

13) 최종현, 상게 논문, 76면
14) Article 9.1
15) Article 4.6
16) 여기서는 미화 2억2천1백만 달러가 지급됨으로써 지급금의 규모가 기금의 최고한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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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사정재판이 확정된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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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책임의 사유

액대비 50%를 인상한 금액인 8천977만 SDR 및 2억300
만 SDR로 인상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결의는 2003.
11. 1 부터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2 CLC 및

III. 사례
1. Herbei Spirit호(2007. 12. 7)

92FC를 가입하였으므로 이 인상결의가

충

자동으로 적용되어 2007. 12. 7 태안에서

돌

상

황

도

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Herbei Spirit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

발생된 Her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는 이 책임제한금액이 적용된다.17)
2003. 5“Protocol of 2003 to the

삼성A-1호
항적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Supplementary Fund
Damage, 1992”

삼성T-5호
항적
삼호T-3호
항적

Protocol)을 성립되었고, 일본이 참여한 가

운데 2005. 3. 3 그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Focus

Supplementary Fund Protocol의 주된

피항포기
위치 D

본격 피항을 위해
예인방향을 북쪽
으로 변경시작

내용은 보상한도가 92 Fund의 보상한도

초점

인 2억300만 SDR을 포함하여 합계 7억5
천만 SDR로 대폭 증액된 것이다.

삼성 T-5호 침로
삼호 T-3호 침로

Supplementary Fund에는 2012. 6. 1
현재 우리나라, 일본, 영국, 이태리, 프랑
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2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 5. 6 가입하였고 2010. 8. 6 발효
되었다. Working Group이 위와 같이 작
업을 개시하였을 때 유럽국가들은 그들만
의 기금, 즉 European Fund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Supplementary
Fund Protocol이 채택됨으로 인하여 더
진행이 되지 않았다.18)

충돌자세
삼
성
1
호

허
베
이
스
피
리
트

예인줄
절단위치

삼성T-5호의 예인줄이 절
단되어 피예인물체와 분리
된 선체가 갑자기 약 9노트
로 증속되어 나아가다가 약
3노트로 감속

충돌위치

Herbei Spirit호

삼성T-5호의 예인줄이 절단된 후
삼호T-3호가 삼성1호에 끌려내려
간 항적

17) 졸고,“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와 그 최근 동향”
, 8 내지 9면
18)	Mans Jacobsson, 상게논문., p. 16, Supplementary Fund Protocol의 성립경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는 김인현, 상게논문,
pp. 75-76 참조바란다.

(1) 사안

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한도로 보상책임을 졌다.

대형 크레인부선 삼성1호를 예인선 삼성T-5호와 삼호
T-3호가 함께 선미로 예인하고 인천항을 떠나 거제도로

2. Wu Yi San호 (2014. 1. 31)

향해 중 악천후를 만나 피항하다가 예항능력을 상실하

원유 27만8,584톤을 실은 원유운반선 우이산 (WU YI

고 풍파에 밀려 대산항 항계 밖에서 입항차 묘박 대기중

SAN)호가 여수 GS칼텍스 원유부두 (낙포부두)에 하역차

이던 초대형 유조선 Herbei Spirit호와 충돌하였고, 이

접안하기 위하여 2014년 1월31일 오전 8시18분쯤 원

로 인해 유조선에 적재 중이던 원유 중 약 12,547㎘가

유부두에서 23km 떨어진 해역에서 도선사 2명이 승선

해상으로 유출된 초대형 해양오염사건이다(중해심 2008.

하여 선박도선을 시작하였다. 1시간쯤 뒤인 동일 오전

12. 4. 자 재결상의 재결요약서의 사건개요).

9시20분쯤 예인선 6척이 우이산호 양옆에 붙어 접안을

위 재결요약서에 의하면 사고경위는 충돌상황도에서 보

도와 부두에 접근하는 중 동일 9시35분경 부두시설과

는 바와 같다.

충돌하여 육상송유관 3개를 파손하고 송유관속에 차있

(2) 소송의 전개

염시킨 사고이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 도면에

Herbei Spirit호의 인도인 선장 등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서 보는 바와 같다.

법위반(현재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변경됨) 및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등의 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10
11

Herbei Spirit호 선주와 크레인 바지선의 운항자인 삼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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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삼성중공업)의 선주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삼성중공업의 상법상의 선주책임제
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삼성중공업이 최종적으로 승소함으로
써 삼성중공업의 대외적인 물적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2,307,776 SDR (2008. 12. 5 당시 환율 2,186.44원 기
준 원화환산액 5,045,813,757원)로 제한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Herbei Spirit호 선주의 손해배상책임 제
한액은 1992 CLC 아래에서 8천977만 SDR (한화 약
1,480억원 상당)이 적용되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원인(추정) :
여수해양경찰서는 2월3일 우이산호 충돌사건 중간수사보고를
통해“사고 당시 우이산호는 여수항 도선사지회 소속 2명이 승
선해 조선 중이었으나 안전한 속력 (2~3노트) 을 유지하지 않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충돌사고를
낸 것”
으로 사고원인을 잠정 발표했다.

부분에 대하여는 1992 Fund Convention 아래에서 2
억300만 SDR를 한도로 하여 보상책임이 발생되었다
1992 Fund의 보상책임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Risk & Insurance

던 원유, 나프타 등 약 164톤이 유출되어 주변해양을 오

선박 및 부두피해상황 / 손상상태 :
해경이 잠정집계한 사고피해를 살펴보면 우선 우이산호는 좌
현 선수일부에 굴곡과 파공이 발생했으나 원유가 유출되지는

는 Her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

않았고, GS칼텍스 부두 원유이송관 3개와 부두육상연결잔교

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피해주민지원특별법)아래

원유이송관 파공으로 원유와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 약 16만

일부가 파손됐다.

4천리터(820드럼)가 유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경은 GS
칼텍스 현장관계자와 파공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16만4
천리터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향후 강도높
은 수사와 검정회사 등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유출량을 다
시 산출키로 했다.

꾸미, 바지락, 해삼, 미역, 톳 등이 풍부한 공동어장구역이지
만 오일로 덮였다.

유류오염피해 / 방제작업

IV. 글을 맺으며

해경은 사고해역 5해리권내에 위치한 여수와 남해지역 양식장
51개소가 유류오염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Focus

사고직후 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선박 200여척을 동원

초점

약 1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2

Herbei Spirit호 건이나 Wu Yi San호 건이나 해상에서

해 매일 해상방제활동을 벌인 결과 해상방제는 거의 마무리단

의 유류오염사고는 늘 심각한 규모로 발생되는 속성을

계에 접어들었고 해안방제는 공무원, 주민, 민간방제업체 등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의

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해경은 예측했다.

사고위치 및 오염분포현황

(2월2일 15시 현재, 자료 = 해수부)
현재 방제작업은 신덕마을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사고발생 3일째인 2일에도 기름냄새 등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신덕마을 인근 바다는 통발, 주

내용이 불명료하다면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아울러 해양 유류오염사고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물론 육상에 위치하고 있는 저장설비 등에서도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선주가 가지는 책임제한권과 같은 것을 육
상사업자에 대하여도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고 본다.

Special

정 윤 섭 팀장
LIG엔설팅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의
이해 및 위험요소 (1/2)

슬라이싱
다결정 캐스팅
(a) 막대형 poly-Si

직육면체 다결정블록

도가니용융

단결정 성장
(b) 입자형 poly-Si

슬라이싱

태양전지급
Si원료 [SoG-Si]

1. 태양광 관련산업의 이해

의 균형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소재제조에 있어서

리콘이 다결정 캐스팅공정을 통해 직육면체의 다결정

Special

가장 고순도를 요구하는 태양광용 셀 및 반도체칩의 원

기판을 제조하여 태양광 셀을 제조하는 방법과 초크랄

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산업은 2008년 이후 유럽의 금융

스키 또는 플롯존 공정을 통해 고순도의 단결정 잉곳을

특집

위기로 인한 태양광 수요의 감소와 중국의 무분별한 폴

제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리실리콘 공장증설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

에서도 초고순도(11N)의 잉곳은 주로 반도체칩의 원료

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상초유의 구조조정을 거칠 수

로 사용되고, 6N에서 9N 정도의 순도를 갖는 잉곳은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폴리실리콘 재고소

단결정 기판을 제조하는 원료로 공급된다. 6N이라는

진, 일본 및 미국 등의 수요증가로 인한 공급과 수요간

용어의 의미는 순도가 99.9999%라는 말이다.

위 그림은 태양광 및 반도체공정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

위 그림에서는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이 실리콘 공급원

로로사일레인을 Disproportionation(불균일화) 반응을

으로써 크게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잉곳 및 웨이퍼제조

통해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

공정, 셀제조공정, 모듈제조공정, 그리고 시스템설치산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REC가 2008년 이후 상용화시

업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켜 반도체 및 LCD공정에서 사용되는 MS가스를 공급하

필자는 태양광산업에서도 가장 장치산업에 가깝고 투자

고 있으며 자체공장에서 증착공정을 이용하여 폴리실리

비가 많이 소요되며 공정상 위험정도가 높은 폴리실리

콘도 제조하고 있다. 국내는 S사에서 미국의 M사와 합

콘 제조공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작하여 울산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스화공정은 일반적인
석유화학장치산업과 마찬가지로 반응기, 증류탑, 각종

2.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의 이해

배관류 및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된 연속생산방식의 옥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공장의 구성을 보면 원료인 순

다수의 종모양의 반응기(Bell-Jar)에 실리콘 슬림라드(통

도 약 98~99%의 Metalurgical silicon (MgSi)을 염산

상 6mm에서 8mm)를 장착하고 전기를 공급하면 실리콘

과 반응시켜 다양한 클로로사일레인(TCS, DCS, STC)을

자체의 고유저항에 의해 빨갛게 달궈지면서 TCS가스의

제조 및 정제하는 가스화공정(Gasification), 고순도의 실

경우 약 1100℃까지 달궈진 표면에서 증착반응이 이루

리콘을 화학기상 증착시키는 Si석출공정 (Deposition),

어지고, 증착두께가 약 120mm~150mm 정도가 되면

그리고 미 반응된 클로로사일레인을 회수하여 전환시키

반응가스 및 전원공급을 차단한 후 냉각과정을 거쳐 제

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품을 수확하게 되는 배치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반응

많이 사용되는 원료는 TCS (트리클로로사일레인) 가스와

기 생산주기는 3~4일 정도마다 반복적으로 생산 및 수

MS(모노사일레인) 가스다. 모노사일레인 가스는 트리클

확이 이루어진다.

외구조물들로 이루어진다. 석출공정은 연속생산이 아닌

고순도
정제 실란
원료

분리
회수
재활용

Si 석출공정

(Deposition)

폴리실리콘

Poly-Si(6N~11N)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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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화공정

(Gasification)

Risk & Insurance

금속 Si

(98~99%)

14
15

Special
특집

증착반응기에는 통상반응가스와 캐리어가스인 수소

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스가 일정비율로 공급되고, 전환율은 TCS가 약

TCS가스의 경우는 증착반응 온도가 약 850~1150℃로

10~20% 정도이며 MS가스는 거의 대부분 증착되지만

높고 반응부산물로 염산과 STC가 생성되며 전환율이 비

상당량의 파우더가 생성되는 공정이다.

교적 낮지만, 고압에서 운전이 가능하여 생산속도를 높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공정은 크게 구분하면 원료가스

일 수 있다는 장점과 후속공정에서 취급이 용이하지 않

의 종류에 따라 TCS와 MS로 구분되며 또한 배치방식인

아 위험도가 높은 파우더 생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현재

지멘스반응기와 연속공정인 FBR (유동층반응기)로 구분

까지 대부분의 상업공정(약 85%)을 차지하는 이유일 것

된다. 지멘스반응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둥근 원통형

이다. 반면 MS가스의 경우는 반응온도가 550~850℃

태로 통상길이가 약 1.5m에서 2m 정도의 U자 형태로

로 비교적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파우더가 생성되기 때

쌍을 이루며 후속공정에서 파쇄 및 산세정을 통해 덩어

문에 고압운전의 어려움과 취급상 누출 시 MS가스 자체

리 형태로 잉곳제조공정에 공급된다. 반면 유동층 반응

의 자연발화성으로 인해 상업공정에 적용을 기피해 온

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약 1mm에서 3mm 정도의 알갱

것이 사실이다.

이형태로 취급이 용이하고 잉곳제조공정에서 도가니에

최근에는 폴리실리콘 공급의 과잉과 수요가 감소되어

충진량을 최대화 할 수 있으며 연속공급이 가능해져 잉

제조원가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요구되면서 배치방식인

곳제조공정의 생산성 확대 및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지멘스반응기를 통한 제조공정에서 연속공정인 FBR방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 공정도를 보면 원료와 생산방식

식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FBR공정은 원단위에 있어서

의 조합을 통해 4가지 방식의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이 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지멘스대비 약 1/5

배 정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수소와 염소에 의해 여러 가지 물질로 나뉘어진다. 가스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국내

화 공정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클로로사일레인은 낮은

에서도 울산에 증설되고 있는 공장은 MS가스를 이용한

인화점을 가진 물질로 상온에서 점화원만 있으면 언제든

FBR방식의 공정으로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폭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원단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후속공정인

전체공정에서 누출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설계 및 예

잉곳/웨이퍼산업에 원료로 공급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방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하며 누출시에 사고를 최소화

있는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모노실란의 경우에는 점화원이 없어도 화재폭발을
일으키는 물질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

3.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의 위험요소

의 공장은 누출시를 대비해 전 공정지역에 가스누출감지

우선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물질에 대해 화

처리하여 대기로 벤트시키거나 플레어스텍을 통해 연소

재 및 폭발위험과 독성위험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시켜 처리하고 있다.

기를 설치하여 조기에 진압하거나 스크러버를 통해 중화

폴리실리콘공장에서 핵심반응이 이루어지는 제멘스반

3.1 화재 및 폭발위험

응기는 내부 증착표면온도가 약 1100℃로 매우 높아 반

물질종류

끓는점

인화점
(℃)

(UEL/LEL)

SiH4

-120

자연발화

100/1.37

하론소화기 금지

SiHCl3

32

-27

90.5/1.2

물접촉시 가연성/독성가스 발생

SiH2Cl2

8

-28

99/4.1

물접촉시 인화성가스 발생

SiCl4

57

비가연성

해당없음

물과 반응하여 독성/부식성/가연성가스 발생

(℃)

폭발범위

주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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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보면 실란계열의 물질들은 실리콘에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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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며, 연속생산방식으로 인해 생산성이 1.5에서 2

물질종류

NFPA Hazard
(Health)

Exposure
Limits

SiHCl3

2

1000ppm/4hrs
Rat LC50

SiH2Cl2

3

TLV of 5ppm

SiCl4

2

8000ppm/4hrs
Rat LC50

HCl

3

TLV of 5ppm

EPA 독성종말점 0.03mg/L

Cl2

3

0.5ppm TWA

EPA 독성종말점 0.03mg/L

기 타 사 항
대기중 수분 및 물과 반응하여 염산가스 생성
불안정하여 열분해시 HCl, Cl2, SiO2분말 생성
대기중 수분 및 물과 반응하여 염산가스 생성

응기 내부표면온도를 낮춰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알려

반응기 내부표면에 실리콘 증착이 일어나 생산량 감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및 반응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응기는 이중
재킷으로 제작하여 냉각수를 흘려주어야 한다. 만약 반
응기에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냉각수가 누출되어
물리적인 폭발이 일어난 후 분위기 가스인 수소와 클로

4. 맺음말

로사일레인 가스에 의한 이차폭발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유럽발 금융위기와 전반적인 태양광산업의 침체는

있으므로 제작시에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무렵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16 이하로 떨어져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

3.2 환경 및 인체 독성위험

에 없어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중지하거나 사업을 접

공정의 가장 앞단계인 가스화 반응공정에 원료로 투입되

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는 염산가스와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대부분의 클로로사

그러나 최근 어느 정도의 재고소진, 수요증가로 인한 공

일레인 계통의 가스들은 실리콘에 결합된 염소성분 때문

급과 수요간 균형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회사들만 살아남

에 인체 및 환경에 매우 큰 독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아 $21~22에 거래되고 있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

들이다.

부터는 정상회복되리라는 전망이다. 그에 따라 국내 및

폴리실리콘공장에서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물질들은 독

해외공장들도 재가동을 준비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

성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업장 구내의 종업원들이 취급시

이 높음에 따라 장기간 가동중지되어 있던 공장들의 운

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사업

전재개 시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장 외부로 대기를 타고 확산될 경우 더 이상의 누출이 일

조치가 필요할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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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제조판매자의 책임한계
전재중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하자담보책임 / 제조물책임 / 불법행위책임 성립여하

사안개요
1)	열병합발전사업을 하는 A사는 1998. 4. 21 플랜트건설업을 하는 B사와의 사이에 가스터빈발전기 2기를
포함한 열병합발전설비 구매계약(명칭은 구매계약이나 계약실체는 가스터빈발전설비 매매계약과 건설도급계약
이 혼합된 플랜트건설계약임)을 체결한 후 가스터빈은 전량 독일의 Z사로부터 매입한 후 2000. 10. 31발전

설비를 준공하여 인도하였고 2001. 3. 29부터 운전개시하였다.
2)	물품구매계약상 하자보증기간 : 성능시험완료일로부터 2년
3)	운전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4. 1 가스터빈 2호기 1단 압축기 Blade 한 개가 절손되면서 그
절편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발전기 내부에서 함께 회전하면서 압축기 전체를 손상시키고, 압축기에서 발생
된 금속성 이물질이 터빈으로 유입되어 터빈블레이드도 손상시키는 등 1-19단 압축기 Blade 전량과 상
부 베어링패드 등도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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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고의 수리비로 100억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A사의 재산종합보험 보험자인 C사에서 90억원 정도
를 보상하였고, A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타 손해도 많이 입었다.
5)	사고원인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전력연구원(KEPRI)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제작당시
부터 존재하던 블레이드의 재질결함이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6)	이에 A사는 B사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보험사는 그 지급보험금 부분(약 80억원)에 대하여 B사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였다.

연구분석

B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 관련 검토
1. B 중공업의 법률상 책임근거

성격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계

B사의 책임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1)

은 결국 발전설비를 다 갖추고 시험운행까지 하여 넘겨

1)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 기계를 불완전하게 제작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불완전 이행책임

약은 그 명칭상 물품구매계약서로 되어있지만 그 내용

주는 플랜트건설계약으로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7조 별표1의 건설산업에 해당되는 건설도급계약의

2)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성격과 가스터빈발전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매매계약

3) 불법행위책임

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계
약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양자를 다 고려하
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계약의 법적성격

참고로 아파트분양계약에 대하여도 도급계약의 성격

아래 시효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위 계약의 법적

반이다.2)

과 매매계약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

1)	이외에 제조물책임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건 가스터빈이 제조물책임법 시행일인 2002. 7. 1 이전인 2001. 3. 29 운전개시가 되었으므로 적용대
상이 아님
2)	서울중앙지법 건설실무연구회‘건설실무논단’2006년, 96쪽 참조

3.	보증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도과에 대한 검토

도달한다.

이 건 사고는 공교롭게 운전개시일로부터 정확히 10년

사이에서 계약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 경과한 직후(10년 3일) 일어난 것으로 일차적으로 10

채무자가 이를 보수·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할

년 소멸시효에 대하여 그리고 계약상 명기된 하자보증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그

기간 2년 도과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계약서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
으나 판례가“ ... 위 성능보장은 제작공급계약 당사자

92다18139 판결)고 하여 동 보증기관과 하자담보책임 혹

첫째,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이행일로부터 10

은 불법행위책임은 별개임을 판시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민법 제162조 제1항), 이 건의

성립할 경우 위 계약상 보증기간 2년은 권리행사에 지

경우 발전기 완공 인도 후 운전개시를 한 날로부터도 10

장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두 경
우를 모두 검토하여야 하는데 도급계약을 적용할 경우

4. 불법행위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가. 일반적 법리 및 판결례

더구나 발전기 등은 완공일로부터 7년이므로 기간도과

이 건과 같이 어떤 업체가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한 후

가 확실하며, 매매계약을 적용할 경우 하자를 안 때로부

그 결함 등으로 그 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그 기능을

터 6개월 이내(민법 제582조)로 되어 있으므로 적용의 여

다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바로 불법행위가

지가 있다.

성립한다고 보지는 아니한다.

셋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경우 소멸시효의 기

하급심 판결례 중에도‘S중공업이 선박 주기관을 제작

산점은 손해가 구체화된 때로부터 3년이므로(대법원

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를 장

1998.5.8 선고 97다36613 판결) 이 건의 경우 사고일인

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성능이 저하된 사

2001. 4. 2부터 3년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안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 문제가 없다.

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하여 바로 불법행위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법

이상 시효문제를 요약하자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은

1987.11.11 86가합 3459 판결)

시효기간 도과가 거의 명백하고,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러나 대법원 판결사안 중에는 광업소 내의 자체변전

에도 이 건 계약의 실체가 플랜트건설도급계약이라는

소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변류기 화재가 발생하여 소속

점을 고려하면 시효적용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결국 이

직원 등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일단 불길을 잡은

건 C보험사의 구상청구 및 A사의 추가손해배상청구가

뒤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위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 변

가능하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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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10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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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경과되어 불완전이행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직원들을 덮쳐 전신에 중화상을 입은 후 변압기 제조 공

(2)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물품을 제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품의 구

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

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 안정성을 갖춘 제품

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

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

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

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

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 이 사

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 한 바 있다.(대법원

건 사고가 피고가 준공한 이 사건 발전설비 블레이드에

1992.11.24. 선고 92다18139 판결)

제작시부터 존재하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은 앞

Research & Analysis

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3)

연구분석

나. 이 건 사안에 대한 1심판결 요지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판

(1) 사고원인 부분에 대하여

시하였다.

이 부분이 1심소송의 주된 핵심쟁점으로서 쌍방 이 부

또한 피고측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 블레이

분에 대하여 재료공학적, 기계공학적 자료들을 동원하

드 제작 시부터 존재하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여 다투었는데 B사측의 항변 요지는 이 건 사고가 블레

라면, 피고는 2000. 10. 31. 원고 인천공항에너지에

이드 재질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한국전력연구원의 조사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도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에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2. 8.에 제기되었으

비추어보면 A사측의 운전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혹은

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등이었다.

다는 주장에 대하여는‘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이에 대하여 1심판결은 피고측이 항변하는 블레이드 재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

질결함 이외 다른 사고원인 가능성에 대하여 사고원인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자료와 재공학적 원칙

법행위를 한 날’
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로 부동적인 상

들에 비추어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절손된

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

블레이드 파단면에 생긴 불규칙한 균열, 제작가공 시에

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된 가공흔적이 균열을 덮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 점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

등 직접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이 건 사고가 발전설비 제

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작 시부터 블레이드에 존재하던 결함에 응력이 집중되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블레이드 결함으로 인

면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가스터빈운전에 따른 진동과

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

응력이 균열을 진전시켜 블레이드가 절손된 것이라고

한 2011. 4. 1.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소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기일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3)	서울중앙지법 2013.10.18 선고 211가합 130233 판결, 피고측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여

트 건설상) 결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리를 적용

결론적으로 C보험사의 구상청구 83억원 전액과 일부보

시킬 수 있고, 그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사고발생일

험으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A사의 손해 약 8억5천만

로부터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상 가능성의 범주를 기존

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실무기준보다 크게 확대시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설비와 같은 플랜트건설계약의 경우 계약명은 물

5. 맺음말 :

구상실무 및 제작사측 위험대비

품구매계약이지만 실체는 도급계약에 더 가깝고,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이 수급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당

어서 하자보증책임혹은 계약상 책임측면에서 주로 검토

10년이 넘었으니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주장은 상식적

를 하여왔고, 불법행위책임이 법률적으로 성립하는지

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1심판결의 불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 실무가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불

법행위 법리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법행위책임의 경우 고의, 과실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비록 아직 1심판결에 불과하지만 이 자체로도 기계설비

는 점, 그리고 보증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사

제작 판매업자의 불법행위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상당히

고발생이 대부분 보증기간 도과 후에 일어난다는 점 등

의미있는 쟁점을 던진 사례이고, 이에 따라 향후 이와

으로 적극적으로 구상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기계설비사고의 후속 구상조치 검토시 좀 더 적극

그러나 단순히 제작 납품한 기계설비의 성능이 떨어지는

적인 구상추진이 필요함은 물론 기계설비 제작 판매자

정도로는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될 뿐 불법행위책임을

의 입장에서도 그 책임한계 확대에 따른 위험대비책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건과 같이 제작상(혹은 플랜

보험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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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것이며(대법원 1998.5.8 선고 97다 36613) 준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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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기계설비 제조 판매사를 상대로 한 구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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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보험가입
활성화 제언

이 무 섭 부장
코리안리재보험 화재보험부

II. 사회기반시설 현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1. 도로, 교량 및 터널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다. UN산하 정부간

우리나라의 도로 총연장은 105,703km이다. 이 중 간

기후변화협의체인 IPCC(Intergovermental Panel on

선도로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가 17,810km

Climate Change)가 2007년에 발표한 4차보고서에 의

로 전체의 16.7%에 해당하고, 그 외에 광역시도

하면 지난 100년간(1906~2005년)전 세계 평균기온이

15.0%, 지방도 17.9%, 시·군도 48.8% 수준이다.

0.74℃ 상승하였으며, 금세기 말까지 4.4℃가 추가상승

아래 표에서 보면 고속도로는 총 32개 노선(총연장

할 것이라고 한다.

4,043km), 일반국도는 총 51개 노선(총연장 13,767km)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이 있으며, 교량은 28,713개소(총연장 2,791km)이다.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보다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

또한 전국의 터널은 총 1,578개소(총연장 1,149km)에 달

타났고 강수량 역시 10년동안 21mm씩 증가하고 있으

하고 있다.

며 대형 태풍의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의 도로, 교량, 터널현황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도

구

분

개 소

연 장

32

4,043km

일반국도

51

13,765km

합 계

83

17,808km

고속도로

8,302

1,107km

와 국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도로

6,876

686km

국가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

특별광역시도

1,087

286km

지방도

3,527

202km

시군구도

7,730

411km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최근 10년간 누적피

국가지원지방도

1,191

99km

해액은 7조7,41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태풍과 호우로 인

합 계

28,713

2,791km

고속도로

775

606km

일반국도

421

298km

특별광역시도

146

98km

지방도

72

52km

시군구도

97

45km

국가지원지방도

67

50km

1,578

1,149km

초래하게 된다. 사회기반시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

도 로

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발생한 태풍과 호우

교 량

한 손실의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제언을 통해 우선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현황 및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따
른 사회기반시설 중 토목구조물관련 손해의 최소화와 사

터 널

합 계

고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완성
토목공사물 보험가입’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철도시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9년 개통된 경인선(길이
27km)이며 현재는 고속 및 일반철도를 합해 총 88개 노

선에 총연장 3,557.3km의 철도시설이 있다. 철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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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로,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과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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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설 및 시설관리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

구 분

공단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전담하고 있다.

표 2-2. 고속·일반철도 운영노선현황
선 별

구 간

노 선

연장(km)

서 울

1호선~9호선

313.9

부 산

1호선~3호선

95.8

거리(km)

대 구

1호선~2호선

53.9

368.5

인 천

1호선

29.4

경인선

구로~인천

27

광 주

1호선

20.5

경부선

서울~부산

441.7

대 전

1호선

20.5

호남선

대전~목포

252.2

합 계

17

전라선

익산~여수

183.6

중앙선

청량리~경주

381.6

경전선

삼랑진~송정리

308.2

장항선

천안~익산

154.4

충북선

조치원~봉양

영동선

영주~ 강릉

193.6

역항 31개, 연안항이 26개, 접안능력은 총 867척이고 방

동해남부선

부산진~포항

145.8

파제 길이는 98,655m이다. 이 중 민자항만은 12개이다.

경춘선

성북~춘천

80.7

Proposal

태백선

제천~백산

103.5

서울교외선

능곡~의정부

31.8

구 분

안벽(m)

경의선

서울~도라산

56

무역항

147,343

78,234

827

151

분당선

선릉~보정

27.7

연안항

5,283

20,421

40

20

제언

고속철도

표 2-3. 도시철도 운영노선현황

일산선

지축~대화

19.2

합 계

152,626

98,655

867

171

경원선

용산~신탄리

88.8

대구선

가천~영천

29

문경선

점촌~문경

22.3

수인선

수원~한대앞

20.2

경북선

김천~영주

115.2

정선선

중산~절리

45.9

안산선

금정~오이도

26

과천선

금정~남태령

14.4

기타선

54개 지선

304.7

합계(88개 노선)

115

534.0
자료 : 국토교통부(2009)

3. 항만시설
201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은 총 57개로 무

표 2-4. 항만시설현황
방파제(m) 접안능력(척) 잔교(기)

자료 : 국토교통부 항만편람(2011)

4. 공항시설 및 기타
우리나라에는 9개의 국제공항과 6개의 국내공항 등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 관리하는 토목구조물은 이외에도 저수지, 댐, 지
하 비축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있다

3,557.3

자료 :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2011)

III. 기후변화
도시철도는 서울지하철 1~9호선, 부산지하철 1~3
호선, 대구지하철 1~2호선 등 전국 6개 대도시에 총

1. 전 세계적 기후변화

534km의 철도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7년 발표된 IPCC 4차보고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에 관측된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주요원인이‘인간활동
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
라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는

자료 : Topic Geo, Munich Re(2005)

으로 받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금세기 말에

기 말까지 최대 6.4℃가 추가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는 현재대비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1.8℃ ~ 4.8℃, 강

다. 이에 따라 태풍의 강도는 전 지구적으로 점차 증가

수량은 6.5% ~ 13.2%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는 동태평양

뿐만 아니라, 호우와 함께 자연재해의 주원인 중 하나인

에서의 태풍강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잠재강도가 현재대비 15.3%에서 30.1%까지 증

이러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전세계 곳곳에서 인명 및 재

가할 것이라고 한다.

산피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미국 남동부
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250억달러의 재산손
실 및 2,541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역
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되었다. 그밖에도 최근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는 5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태국 전체면적의 42.9%가 물에 잠겼고 430
억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8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우리나라 역시 20세기 기간동안 10년에 0.18℃씩 기온
이 상승하였으며 강수량도 10년 평균 21mm씩 증가하
고 있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적

표 3-1. 항만시설현황
순
위

연도

1 2002년
2 2003년
3 2006년
4 1998년
5 1999년

총 피해액
(억원)

비고
피해공공시설(개소)

태풍(RUSA)

70,473

22,388

태풍(MAEMI)

56,571

21,611

22,483

122,508

16,944

20,664

14,546

14,251

주요피해원인

집중호우 및 태풍
(EWINIAR)

집중호우
집중호우 및 태풍
(OLGA)

6 2002년

호우

12,568

12,744

7 1990년

집중호우

10,477

16,253

8 2004년

폭설

8,505

127

태풍

8,100

47,957

7,449

17,291

9 1987년
10 1995년

집중호우 및 태풍
(JANIS)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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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으며,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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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50~2005년도 사이에 발생한 자연재해 발생건수

더욱 심각한 것은 해수면 높이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
로 매년 약 1.9mm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제

표 4-1.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현황(2003~2012)
(단위 : 억원)

주도 부근의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5.1mm로 육지에 비

대설

강풍

풍랑

합계

공공시설 43,573 33,358

구분

태풍

372

71

36

77,410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46년간의 해수

비율(%)

0.48

0.09

0.06

100

56.28

호우
43.09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12)

면높이 실측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의 상승속도가
이전보다 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누적손해액은 7조7,410억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풍(4조3,573억원)과 호우(3조3,358억원)가 전체 손해액의

우리나라에 발생한 10대 자연재해 중 절반이 2000년도

9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재

아래 그래프는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지역별 피

산상의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

해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절반 이상이 도로, 하천,

도로 최근 10년간 누적피해액은 2조1,371억원이며, 전

항만, 철도 등 공공시설물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체 7조7,410억원의 피해 중 27.6%를 차지하고 있다.

났다.

강원도는 2002년 태풍 루사로 2조5천억원, 2003년 매

Proposal

미로 8,200억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1조3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의 대부분이 공

제언

IV.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피해현황

공시설물에 발생하였다. 강원도 다음으로는 경남, 경북

소방방재청에서는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물(도

2조3,309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도로 1조181

로, 하천, 소하천, 수도, 항만, 어항, 학교, 철도, 수리, 사방,

억원, 항만 1,577억원, 철도 734억원 등으로 나타났

군시설 등)의 피해규모를 재해연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

데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에 발생

도로시설의 10년 평균손해액은 1,018억원이지만 2003

순인데 이 지역 역시 공공시설물의 피해규모가 컸다.
시설유형별 피해액 분포를 살펴보면 하천(소하천 포함)이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12)
3,000,000
2,500,000

(단위 : 백만원)

공공시설
전체피해액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부 전남

그림 4-1. 최근 10년간 시도별, 시설별 피해현황(2003~2012)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03 ~ 2012)
군시설
4%

수도 2%
항만 2%

학교 1%
철도 1%
기타13%
어항 4%

수리 9%

77,410억

도로 13%
소규모
11%

사방
10%

하천 17%

소하천
13%

(단위 : 억원)

하천
소하천
도로
기타
소규모
사방
수리
어항
군시설
항만
수도
철도
학교

년도 피해액은 3,671억으로 평균손해액의 3배에 달하
는데 이는 2003년 9월12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태풍

13,129
10,180
10,181
10,367
8,430
7,903
6,935
3,163
2,833
1,577
1,580
734
399

매미(MAEMI)에 의한 것이다. 태풍 매미로 인한 손해액
은 총 5조6,571억원이었고, 이는 2002년에 발생한 태
풍 루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대
형 자연재해가 없는 평년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도
로시설물의 연평균 손해규모는 약 500억원 수준이었지
만 대형자연재해 발생시에는 손해액이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물의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은
총 734억원이고,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73억원으로 큰

그림 4-2. 최근 10년간 공공시설 유형별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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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250,000
200,000

100,000
5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그림 4-3. 최근 10년간 도로시설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03 ~ 201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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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최근 10년간 철도시설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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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03 ~ 2012)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03 ~ 201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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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최근 10년간 항만 시설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Proposal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손해액이 559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철도
시설의 경우 대형 자연재해가 없는 한 도로 및 항만시설

V.	토목구조물에 대한 보험가입
필요성

제언

물에 비해 손해양상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1.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의 필요성

항만의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누적피해액은 총

앞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특히

1,577억원으로 그 추이는 위 그림과 같다. 항만시설물

태풍과 집중호우로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토목구조

의 연평균 손해액은 157억원으로 손해규모가 작았지만

물에 매년 약 8천억원 규모의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2003년(태풍 매미, 835억원)과 2012년(태풍 볼라벤, 426

있으나 시설물의 특성상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

억원)처럼 대형 태풍이 발생한 년도에는 손해액이 급증

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일러야 수 개월 뒤 복구공

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차년도 풍수해기간 이전에 복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추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물은 하천인데 주로 호우로 인한 수량의 증가 및 유속의

아지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상승으로 하천의 하안이 유실되거나 고수부지 및 제방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거의 대부분 복구공사가 정부의 재

등 구조물이 파손 또는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해복구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재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하안 및 제방 등 하천의 구조부가

해복구비는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워 사고발생

정비되고 하천바닥이 준설되면서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후 추가예산을 통해 책정되므로 지연지급되는 것이 일

하천의 손해형태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적이다.
건물 및 공장 등 기업성 재산의 경우 오래 전부터 대부분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받고

3. 보험약관의 구성

닐하우스 등 소규모 사유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CCAR(Completed Construction All Risk) 약관과

는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가 가능해졌으나 정부, 지자체

Munich Re사의 CECR(Civil Engineering Completed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목구조물은 현재 보

Risks)이 있다. Munich Re사의 CECR의 경우는

험가입이 전무한 상태이다.

Named Perils를 담보하는 약관으로 화재, 지진, 홍수,

따라서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도로, 교

사면붕괴, 태풍 등의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한다. 이에 반

량, 터널, 철도, 방파제, 댐, 항만, 하수처리장 등 토목

해 Swiss Re사의 CCAR 약관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면

구조물에 대해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화재, 낙뢰, 폭

책조항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All Risk 형식

발 및 운송수단과의 충돌위험과 같은 우연하고 급격한

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계약자(민간사업자

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안

가 소유 및 운영하는 구조물)는 내재적결함 및 일부 결과적

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완성토목공사물 보험가입이 필수

손해까지 담보한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Swiss Re사의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CCAR 약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2. 보험가입대상 및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4. 국내외 가입사례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의 가입대상은 터널, 교량, 철도, 도

1) 국내

로, 호안, 방파제, 항만, 댐, 골프장 등 완성된 토목구조

2012년 기준 총 129개의 구조물 및 시설물이 완성토목

물이며 약관은 아래와 같이 총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공사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총 보험가입금액은 38

제1부문(물질적 손해)의 경우,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우연

조원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성토목공사

하고 급격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를 담보하며, 보험

물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꾸준

가입금액의 산출은 공사비내역서 등 해당 토목공사물의

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시점까지의 물
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조달금액을 산출하여 보험가입금
액으로 설정한다.
제2부문(일반배상책임)의 경우, 설정된 보상한도액 내에
서 재물손해를 담보받고 있는 목적물을 운영함에 있어
서 제3자에게 입힌‘신체장해’
또는‘재물손해’
로 인하

자료 : 코리안리재보험(2013)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200,000

한다.

150,000

제3부문(기업휴지)의 경우, 보험기간 동안에 제1부문에

100,000

서 담보되는 우연하고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의

50,000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의 사업운영이 중단되거나 방

-

해되어 발생한 총이익의 상실을 보장한다.

(단위 : 억원)

A/Y 2008 A/Y 2009 A/Y 2010

A/Y 2011

A/Y 2012

그림 5-1. 최근 5년간 완성토목공사물 보험가입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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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토목공사물보험의 약관은 Swiss Re사의

Risk & Insurance

있다. 2006년 도입된 풍수재보험으로 개인의 건물과 비

총 129개의 사업 중 하수처리장사업이 67건(52%)으로

건수는 22건으로 보험가입금액은 약 25조원이고, 대부

가장 많고, 도로사업이 22건(17%), 항만사업이 13건

분 민자고속도로로 이뤄져 있다.

(10%)으로 도로 및 하수처리장에 민간투자 및 보험가입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도로와는 달리 민자

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설유형별 보험가입금액을 기

도로는 건설단계는 물론 운영단계까지 보험에 가입함으

준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도로가 25조원으로 전체의

로써 사업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받

65%, 하수처리장은 4조원 규모로 전체의 11%를 차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고 있다.
▣ 철도
▣ 도로

지하철, 철도 그리고 경전철의 경우, 총 7건이 보험에

도로의 경우 완성토목공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회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약 5조원이다. 7건 전

기반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

부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건설 및 운영중인 시설물이며

표 5-1. 민자도로현황

주요 민자철도 및 지하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현재 건

구

분

Proposal
제언

운영단계(9개사업)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건설단계(8개사업)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안양-성남
상주-영천
구리-포천
부산신항제2배후
실시계획단계(2개사업)
서울-문산
옥산-오창
협상단계(2개사업)
광명-서울
포천-화도
조사단계(3개사업)
봉담-송산
이천-오산
공주-청원
계 (24개사업)

연장(km) 투자비(억원)
421.8
40.2
81.0
82.0
36.3
47.2
61.4
22.9
12.3
38.5
337.1
42.6
27.4
57.0
28.5
21.9
93.9
50.5
15.3
47.7
35.6
12.1
48.9
20.0
28.9
73.3
18.5
29.7
25.1
928.8

168,488
17,440
17,297
27,477
22,792
14,777
21,833
15,256
15,201
16,415
123,257
13,263
17,903
15,397
14,775
9,853
20,776
25,915
5,020
26,246
22,941
3,305
26,891
16,132
10,759
21,964
6,954
7,507
7,503
366,846

시행단계
( 00~´30)
운영´
( 02~´32)
운영´
( 06~´36)
운영´
( 08~´38)
운영´
( 08~´38)
운영´
( 09~´39)
운영´
( 09~´39)
운영´
( 09~´39)
운영´
( 09~´39)
운영´

2013년 완공
2016년 완공
2016년 완공
2017년 완공
2017년 완공
2017년 완공
2017년 완공
2017년 완공
협약체결
협약체결
협상지정
협상지정
적격성 완료
적격성 완료
적격성 완료

자료 : 국토교통부(2012)

설 중인 우이경전철의 경우 2014년 9월 준공을 예상하
고 있으며 이 역시 완성토목공사물보험에 가입하여 그
운영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 민자철도현황
구분
운영
단계
(4)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장
(억원)

인천국제
´01.3~´11.12 42,185 61.0 ´07.3 운영개시
공항철도
신분당선 ´
05.7~´11.12 15,808 20.8 ´11.10 운영개시

(강남~정자)

익산~신리 ´07.7~´12.4

6,686 34.4 ´12.5 운영개시

함안~진주 ´08.1~´13.1

4,497 20.4 ´13.1 운영개시

건설 신분당선
´11.2~´16.2 15,343 12.8
단계 (정자~광교)
(2) 소사~원시 ´11.4~´16.4 17,883 23.3
신분당선
착공
· (용산~강남)
협상
단계 부전~마산
(3)

비고

대곡~소사

´11.2 착공
´11.4 착공
´12.4 실시

´13~´19

13,212 7.8

´13~´19

14,909 32.6

´13~´18

14,468 19.6 추진방식 협의중

협약 체결

´13.1 실시

협약 체결

자료 : 국토교통부(2012)

▣ 항만
항만시설의 보험가입건수는 총 13건으로 보험가입금액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7년 항만재개발
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인천항, 대천

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여수항, 부산항,

표 5-4.	한국, 일본 철도연장비교

포항항, 묵호항으로 개발시기는 2016년으로 계획되어

한 국

있다. 추가로 다수의 항만 및 배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3,557

(단위 : km)

JR서일본 JR도카이 JR동일본 JR훗카이도 JR시코쿠 JR큐슈
5,078 1,977 7,538 2,449

855

2,101

JR 6개사 총연장: 20,048 km

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완성토공사물보험의 가입을
통해 항만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항만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95~’
04, 총사업비 : 843억원
목포신외항(1-1단계) •사업기간 : ’
01~’
04, 총사업비 : 226억원
목포신외항(1-2단계) •사업기간 : ’
97~’
07, 총사업비 : 851억원
인천북항(1-1단계) •사업기간 : ’
01~’
08, 총사업비 : 1,896억원
인천북항(2-1단계) •사업기간 : ’

군산 비응항

•사업기간 : ’
01~’
08, 총사업비 : 987억원

96~’
09, 총사업비 : 16,480억원
부산항 신항(1단계) •사업기간 : ’
01~’
08, 총사업비 : 1,893억원
울산신항(1-1단계) •사업기간 : ’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

마산항(1-1단계)

그림 5-4. 일본 철도노선현황

•사업기간 : ’
01~’
09, 총사업비 : 2,465억원
•사업기간 : ’
00~’
11, 총사업비 : 2,246억원

액은 약 109조원이고, 사고당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은

•사업기간 : ’
03~’
09, 총사업비 : 1,367억원

1,100억원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 조원의

05~’
11, 총사업비 : 5,108억원
부산항 신항(2-3단계) •사업기간 : ’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완성토목공사물보험으로 그 손해

(다목적부두)

군산항(잡화부두)

•사업기간 : ’
03~’
11, 총사업비 : 993억원

03~’
11, 총사업비 : 1,190억원
평택당진항(양곡부두) •사업기간 : ’
03~’
11, 총사업비 : 572억원
광양항(여천)일반부두 •사업기간 : ’

를 담보받아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시행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KEIO RAIL WAY(노선길이 85km), KEIKYU

•사업기간 : ’
03~’
10, 총사업비 : 5,217억원

LINE(노선길이 87km) 등의 지방철도 역시 완성토목공사

12~’
17, 총사업비 : 4,162억원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사업기간 : ’

물보험에 가입하여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우연하고 급

광양항(3-3단계)

부산신항(2-4단계) •사업기간 : 미정, 총사업비 : 4,442억원
19개 사업

안벽 56선석, 물양장 1,200m, 도로 15.26㎞,
총사업비 52,551억원(총투자비 71,900억원)
자료 : 국토교통부(2009)

격한 손해를 보험을 통해 담보받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경우에 철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철도산업을 부흥시키고자 국영철도회사를 민영화하는

2) 해외

추세에 있으며, 민영화된 철도의 경우 소유자산에 대한

▣ 철도

잠재적 위험에 대해 완성토목공사물보험 등 다양한 보

일본의 철도연장은 총 20,048km로 우리나라 철도

험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행기와의 경쟁에서

의 5.6배에 달하며 일본국유철도는 6개의 Japan

뒤쳐져 주로 화물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철도회

Railway(JR : 지역별 독점체제이며 정부가 실소유주임.)

사들이 설립한 미국철도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및 철도연구소, 철도정보시스템으로 분할되어 있다.

Railroad)의 경우에도 보험료와 재해보상비 등이 10대

32
33
2014 No.1 Vol.112

03~’
09, 총사업비 : 1,138억원
인천북항(일반부두) •사업기간 : ’
평택당진항

이중 JR East의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면 보험가입금

Risk & Insurance

97~’
06, 총사업비 : 417억원
인천북항(1-2단계) •사업기간 : ’

지출항목으로 편성되는 등 구미 선진국의 철도회사들은

으며 총연장은 8,886.9km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 전체

예기치 못한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비하여 다

고속도로 총연장(11,033.7km)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양한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 프랑스는 2005년 국영고속도로의 대부분을 민간이
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 고속도로 민간위탁이

▣ 도로

완료되었다.

유럽의 경우, 유럽 내 고속도로 및 관련 인프라구축사

일본은 총 4개의 공단(일본도로공단, 수도고속도로공단,

업을 위하여 총 20개국의 회원국이 유럽민자도로협회

한신고속도로공단, 혼슈시코쿠연락교공단)이 2005년 민

(ASECAP)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에 등록된 회

영화되어 전체고속도로 9,679.7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 수는 168개사이고 도로 총연장은 44,958.4km이다.

이 중 유료도로는 8,877km에 달한다.

프랑스에는 총 20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사가 있

우리보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자료 : http://www.asecap.com/francais/gen-map-fr.html

시작한 선진국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의 위험관리서비스
를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

Proposal

인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물질적 손해는
물론 해당 구조물의 장기간 사용불능 및 이로 인한 운영
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제언

5. 완성토목공사물보험 목적물 사고사례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의 가입목적물은 토목구조물 및 구
조물 내 설치된 시설물, 일반배상책임 및 목적물에 발생
그림 5-5. 유럽민자도로협회 가입도로현황

한 물적손해에 기인한 기업휴지손실이다. 완성토목공사

국내

•위
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원
•가입금액 1,277억원
•사고사항 태풍산바로 절개지 비탈면의
사면붕괴(2012.9.17)
•손 해 액 12억원

•위
치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
•가입금액 868억원
•사고사항 하역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아스콘파손 및 침하(2011.07.31)
•손 해 액 2억원

해외

•위
치 일본 도호쿠지방
•가입금액 105조원
•사고사항 지진으로 철도의 노반,
궤도 및 차량파손(2011.03)
•손 해 액 1조원 이상

인해 매년 평균 8천억원 정도의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및 파손 등이지만 토목구조물의 특성상 사고의 가장 큰

있다.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구조물의 경우 완성된 토

원인은 태풍, 홍수 및 지진 등의 재연재해이다.

목구조물에 발생하는 물질적 손해, 일반배상책임 및 기

다음은 최근 수년간 국내외 완성토목공사물보험에 가입

업휴지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까지 보상하는 완성토목공

한 물건에 발생한 주요사고를 요약한 것인데 역시 대형사

사물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고의 원인은 태풍 및 지진 등 자연재해였음을 알 수 있다.

가능하지만 범 정부소유의 토목구조물의 경우, 손해액
의 산정도 어렵고 예산문제 등으로 신속하게 복구공사
가 착공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VI. 결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경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약

사회기반시설 (토목구조물)에 대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17,809km의 도로, 3,557km의 철도 및 서울을 비롯한

증대되고 있는데 정부소유의 토목구조물을 완성토목공

6개 도시에 총 534km의 도시철도 등 방대한 규모의 토

사물보험에 가입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목구조물이 있으며 민간자본이 투입된 극히 일부를 제

첫째,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에 의해 신속하게 손해액을

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모든 보험사들은 사고처

관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금액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과거에 비해 기상

산정 및 최적의 복구공사에 대해 검토할 충분한 인력을

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자연재해에 노

보유한 독립적인 전문 손해사정사들이 활동하고 있기

출된 토목구조물의 특성상 태풍 및 홍수 등 자연재해로

때문이며

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 정부소유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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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험의 목적물의 주된 위험은 재연재해, 화재, 붕괴

Risk & Insurance

•위
치 필리핀 수빅
•가입금액 1조8천억원
•사고사항 태풍 Megi로 인한 Portable Shelter와
골리앗 크레인 Electric Control
Panel 손상(2010.10.19)
•손 해 액 USD 8,185,000.-

둘째,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손해액 산정에 뒤이어 즉시

이 필수적인데 특히 토목구조물들 중 건설연도가 오래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복구공사가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

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산정을 위한 평가가 먼

어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을 뿐만

저 실시되어야 하고, 보험조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

아니라 추가적인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째로는 보험사 및 전문기관에 의해 사고예방조치 등

현행 정부예산만으로 피해복구비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전반으로 사고

사고처리 및 복구공사가 지연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정해진

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적정대상

예산(보험료납부) 외에 추가적인 지출없이 회계를 처리할

을 선정한 후 시범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한 후 제도시

수 있다는 점이다.

행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향후 전면적

한편 전면적으로 국가소유의 토목구조물들에 대해 보험

으로 모든 정부소유의 공공시설물로 보험가입을 확대할

가입을 추진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도 사

것을 제안한다.

실이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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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위험증가
및 대응방향

1. 머리말

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경주지역

최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011년 강원

후 누적적설량이 40.5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다. 사

도에서 발생한 100년만의 폭설 등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고가 난 리조트는 해발 5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겨울철에 대형 폭설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린 눈이 녹지않고 계속 지붕에

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설의 피해현황

쌓여있어서 설압을 견디지 못한 샌드위치패널 철골구조

과 원인, 미래 폭설취약성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이 붕괴되면서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의 피해현황 및 특성 등을 바탕으로 대응방향과 자

있다.

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경주 마우나리조트사고 외에도 2014년 2월초에 발생한

자 한다.

폭설에 의해 강원 영동, 경북 동부, 울산 등에서도 설압

은 9일 3.5cm, 10일 31cm, 11일 3cm 등 지난 9일 이

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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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등 폭설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11년 2월11

현장소개

2. 최근 폭설피해현황 및 특징

일부터 14일 사이에 발생한 강원 및 경북 동해안지역에

지난 2월17일 밤 9시경 설압에 의해 경주에 위치한 마

동안 고립되고, 3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

우나리조트 내 강당천장(990m2)이 붕괴되면서 오리엔테

근들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션을 받던 부산외국어대생들이 참변을 당하는 대형사

폭설1)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기상

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중상 2명,

청에서는 신적설2)양을 기준으로 대설특보(대설주의보와

경상 16명, 치료 후 귀가 87명 등 총 115명의 인명피해

대설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에 신

100년만의 폭설이 내려 삼척국도 7호선 구간이 22시간

자료 : 서울신문

2011년 강원도 폭설

마우나리조트 붕괴현장
그림 1. 최근 폭설피해현황

1)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을 재난분야에서는 폭설, 기상학적으로는 대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신적설은 어떤 정해진 시간(6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

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하고, 대설경보의 경

피해는 연평균 약 1,700억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

우는 24시간에 신적설이 20cm 이상, 산지의 경우에는

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 재해연보 2012

24시간에 신적설이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한다.
폭설에 의한 피해는 눈이 많이 쌓여서 고립되는 적설피

50

해, 눈압력에 의해서 건물 및 비닐하우스 등이 붕괴되는

45

설압피해, 쌓인 눈이 산등성 등 경사지를 따라 무너져

40

서 발생하는 눈사태피해, 젖은 눈이 송전선 등에 부착되

해, 제설작업 후 관리소홀에 따른 간접피해 등 크게 6가
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0
15

을 살펴보면 폭설은 홍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10

미치는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

5

간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3~2012) 우
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강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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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현황

25
액 천(억원 )

복함으로써 도로가 빙판화되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피

35

금

어서 발생하는 착설피해, 눈이 도로에서 녹고 얼음을 반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연 도

풍랑 등) 연평균 피해액 1조4천억원 중에서 폭설에 의한

그림 2.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 현황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세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합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종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계

(단위 :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846
0
0
36
15
2,422
4,457
28
25
676
0
1

0
132
0
0
380
0
12
0
1
36
0
260
2,714
3,079
109
32
47

0
0
0
3
0
0
0
0
18
0
0
19
22
1
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39
45
0
0
0

0
0
0
0
0
0
0
0
0
17
0
14
1
4
5
0
0

0
0
0
0
0
0
0
0
34
38
9
51
9
2
0
0
0

0
0
0
2
3
1
0
0
103
61
203
13
74
196
9
5
43

0
0
0
1
0
0
8
0
0
272
0
0
0
1
201
0
0

0
58
0
0
0
1
0
8
2
0
51
31
20
2
6
24
0

0.5
19
0
0.6
39
85
2
0.8
19
44
269
485
291
335
101
6
9

0

8,512

6,802

63

90

41

143

712

483

204

1,704

주 : 피해액은 2012년도 환산가격기준임.

자료 : 재해연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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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10년간 시도별 폭설피해현황(2003~2012)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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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폭설에 의한 연평균 피해액을 살펴보면 충청남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북동부의 폭설,

도가 485억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335억원, 전

2013년 11월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발

라북도 291억원, 충청북도 269억원 등 호남권과 충청

생한 폭설 등 최근 고위도 북반구를 중심으로 대형화되

권에서 전국 피해액의 8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는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권보다 호남권, 충청권에

반대되는 현상으로 선뜻 이해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

서 피해가 많은 이유는 원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

와 대조되는 현상인 고위도 북반구의 폭설증가는 북극

강원도의 경우는 폭설에 대비한 예방대책이 상대적으로

의 해빙 및 시베리아의 폭설증가로 설명되고 있다. 겨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청, 호남권에서는 과거 상대적

울철에 고위도 북반구에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

으로 눈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대

요원인은 먼저, 지구온난화로 북극지역의 얼음이 녹으

책이 충분하지 않고, 최근의 잦은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면서 구름이 대량 생성되고, 이로 인해 시베리아 등 북

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액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

반구지역에 눈과 구름양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고 있다.

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시베리아지역에 증가된 눈과
구름은 햇빛을 차단시켜 지표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증가된 찬공기의 영향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현장소개

3.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증가 및
폭설취약성 전망

커지게 된다. 강화된 시베리아고기압이 제트기류의 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는 단어는 지구온난화,

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이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여년간 0.74℃ (육지

을 타고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위도 북
반구의 기온이 떨어지고 폭설과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자료 : 기상청. 2010

0.9℃, 해양 0.6℃) 상승하는 등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

으로 온난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지난 100여년간(1912~2008) 주요도시의 연평
균 기온이 1.7℃ 상승하여 전세계 연평균기온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2000년 대비 2020년에는 1℃,
2050년대 2℃, 2100년대에는 4℃ 상승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어 향후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홍수,
가뭄, 폭염 등 다양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2011, 2014년 한반도 폭설, 2014년 뉴욕,

그림 2. 지구촌 한파와 폭설피해현황 및 원인

그림4. 폭설에 대한 현재 및 미래취약성
주 :	폭설에 대한 취약성 분석은 기후노출(연평균 최심신적설량), 잠재취약지역(급경사지역 비율, 산지면적 비율), 분석대상(시
민,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대적인 취약성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임

자료 : 국토해양부 2012

하겠다.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 폭설패턴이 변화하고

약성은 현재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이 취약하고 미래

있기 때문에 지역별·시계열별 적설량 및 설질에 대한

(2100년)에는 폭설취약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데이터를 분석하여 폭설취약지도를 작성·보급하고,

하고 있다. 미래에 폭설취약지역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

그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유는 기후변화영향으로 연평균 최심신적설량이 증가되

다. 이번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

는 지역이 강원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충청권까지 넓

은 그동안 내린 많은 적설량에 의한 것도 있지만 수분

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을 많이 포함한 습설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형적인 영향 또는 기후적 영향으로 늦겨울에는
수분함량이 많은 습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습설의

4. 폭설대응방향 및 풍수해보험

경우는 일반눈에 비해 단위부피당 무게가 2~3배에 달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고위도

과거관측자료,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예측, 지

북반구지역에서 폭설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폭

형적, 기후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별·시계열

설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폭설패

별 폭설지도를 작성하고 건축물 시설기준 상향조정 등

턴을 분석하고 취약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기도 한다. 설압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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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2100)

현재

특히 미래에는 기후변화에 의해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

지 지원하고 있어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은 보험금 수령

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대비하여 국가

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확보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에서는 기후변화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

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는 것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설에 능동적으로

미래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고 있고 국가에서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 풍수해보험을 들 수가 있다. 풍수해보

5. 맺음말

Accident Review
현장소개

험은 국가(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고위도

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

북반구지역에 폭설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후

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변화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폭설의 빈도 및 강도는 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

욱 높아지며 위험은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풍수해보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향후 대형

험의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를 포함하

화되고 더욱 빈번히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

는 온실 등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

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란 많은 불확실성을 내

랑, 해일, 폭설, 지진 등이 포함된다.

포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위험이 가중될

폭설에 의한 재산피해의 대부분은 설압에 의한 비닐하

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자연재해

우스, 주택, 온실 등의 붕괴 등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시대에는 국가의

의 가입대상시설물에 속한다. 풍수해피해가 발생했을

재해예방대책과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자연재해에 따른

때, 국가의 현행 피해지원제도를 보면 복구비기준액 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비 주택은 30%,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35%까지만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최대 9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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