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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수학여행
『아빠의 수학여행』
은 수학자 김민형 교수가 가족과 떨어져 영국과 독일에 머물렀던
어느 해 여름 동안 아들에게 쓴 편지를 모아 엮은 책이다. 낯선 곳에서 얻는 기쁨과 놀
라움을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움에서 쓰기 시작한 편지에
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이야기와 함께 평소 아들과 주고받았던 철학, 음악, 미술, 문학
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생각들을 적고 있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소통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편지라는 방법을 선택한 그는
질문과 해답을 찾으며 아들과 소통으로 이어갔다. 인문학자이며 아버지인 김우창 교
수로부터“질문들을 쫓아 학업의 길을 걸으라”
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당장
답을 얻기는 어려워도 질문을 거듭하여 좋은 질문으로 탁마해 낼 때 오히려 답보다 질
문이 바른길로 안내해준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들에게 함께 던진 것이다.
저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안부와 함께 문학과 철학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
기가 가득 적힌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저자에게 있어 편지쓰기는 자녀교육
법이자 소통방식으로 아들에게‘소크라테스의 질문’
처럼 사유를 확장시키는‘대화’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대화를 위해 워즈워스, 하이네, 바이런, 블레이크 등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인용하며 시인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서양문학의 원천 그리스로마
까지 이르러 지적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를, 학문영역으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주와 플라톤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인들은 왜 어둠과 슬픔에 대해 노래할까”
“너와 나는 왜 다를까”
뉴턴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는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그리니치천
문대를 방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왜 정확한 천문도를 갖고 싶어했는지, 그리니치박물
관에 소장된 파도에 양향받지 않는 해상시계를 어떻게 발명했는지 등등... 이 책은 수
학자 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교육법으로 지적인 욕구가 왕성한 아들에게 질문과 설명
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에세이다. 책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안에서 쓴 마지막 편지로 끝을 맺고 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
답을 찾는 부모와 10대가 된 자녀들,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질문’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옥스퍼드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초빙 석좌교수로 수학의 고전‘정수론’
을 전공한 수학자
이다. 중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로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해 조기졸업하며 화제가 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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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력발전시장 현황

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세계 전력수요량의
2.87%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2018년

현재까지 여러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풍력발전이 그리드

에는 7.28%까지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패러티(Grid parity)에 가장 근접해 있고 투자대비 경제

한편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EU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

성이 가장 높아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입어 2013년에는 1.7GW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추가

2013년 한 해 동안 약 36GW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

로 설치되는 등 전년 대비 무려 52%의 성장하여 2013

었고, 2013년 말 기준 누적 설치용량이 322GW에 달

년 말 기준 6.8GW의 누적 설치용량을 기록했다. 또한

해 5년간 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그림 1.),

2013년 말 현재 6.7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 중

2018년 말까지 누적 설치용량이 572GW에 달할 것으

에 있으며, 2018년 말까지 누적 설치용량이 33G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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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3-2013 세계 풍력발전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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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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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망이다.

서 18.2%로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제주 월령에 100kW 1기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육상풍력발전단지 뿐만 아니라 해

와 30kW 2기를 설치하여 계통연계운전한 것을 시작으

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로 2013년 말 현재 누적 설치용량이 506MW를 기록하

풍력발전기는 대형화될수록 경제적이지만, 육상의 경

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비록 상업운전은 아니지

우 소음 및 조망권으로 인한 민원, 설치장소에 따른 이

만 제주도 김녕해상에 2MW급, 3MW급 해상풍력발전

송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대형화가 어려

기가 설치되어 실증운전 중에 있으며 서남해상에 2019

워  3MW급이 한계라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최근 개

년까지 총 2.5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

발되는 풍력발전기는 5MW급 이상의 대형 해상풍력발

이다. 현재 1단계로 100MW 규모의 실증단지가 건설

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Alstom은 6MW 해상풍력

중에 있다.  

발전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2014년에 인증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Vestas는 8MW
해상풍력발전기 프로토타입을 설치 완료하여 시험 중

2. 풍력발전기 개발현황

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3MW급 해상풍
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여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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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0년까지 전체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중공업 7MW급, 현대중공업 5.5MW급, 효성중공업

률을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독일의 경우 2050년까지

5MW급 해상풍력발전기 프로토타입을 설치완료하여 현

80% 공급), 이중 약 12%를 풍력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

재 인증획득을 위한 형식시험 중에 있다. 또한 EU에서

다. 우리나라 또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는 10MW급, 20MW급의 초대형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를 11%로 하고 있으며 이중 풍력발전은 현재 3.18%에

을 위한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Alstom 6MW 풍력발전기 (좌, 출처:www.alstom.com)와
삼성중공업 7MW 풍력발전기 (우, 출처:www.windpowermonthly.com)

3. 풍력발전인증
타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업화에 성공

표 1.	각국의 인증기관 [IEC WT CAC(인증자문위원
회) 정회원 기준]
인증기관

국가

(노르웨이선급-독일선급)

DNV-GL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전기는 국제표준에 따라서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풍

TÜV Nord

독일

력발전에 대한 인증은 3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

TÜV Süd

독일

는데, 일찍이 풍력발전의 상업화가 시작된 덴마크와 독

Korean Register (한국선급)

대한민국

일 등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DNV 및 GL 등 유럽을

DEWE OCC (UL)

독일(미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급들이 독자적으로 인증을 주도하

Intertek

미국

게 되었다. 하지만 풍력발전시장이 유럽에 머무르지 않

BV (프랑스선급)

프랑스

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일화된 인증시스템구축에

CGC

중국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부터 IEC(국제전기기술위

TÜV Rheinland

독일

원회)에서 국제풍력발전인증시스템 및 관련 국제기술표

SGS

스위스

준개발이 시작되었다. 2001년에 마침내 풍력발전에 대

NK (일본선급)

일본

한 국제 인증시스템을 규정하는 IEC WT01이 탄생하게

Lloyds Register (영국선급)

영국(준회원)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모든 풍력발전인증기관(표 1.)과
형식인증은 풍력발전기에 대한 인증으로 풍력발전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정기구 (IAF)의 요건 (ISO/IEC

IEC 국제기술표준(IEC 61400-1, IEC 61400-3 등) 및 관

Guide 65)에 따라 한국선급이 풍력발전 국제인증기관으

련 기술요건에 적합하게 설계(설계평가)되고 제조(제조평

로 한국제품인정기구(KAS)로부터 인정받았고, IEC 풍력

가)되는지와 성능(형식시험)을 보이는지를 해석과 시험적

인증자문위원회(IEC WT CAC) 정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며 풍력발전기 인증제도를 운영하

한편 국내 인증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강제사항에 해당된다. 우리나

급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풍력발전설비

라의 경우 국내 설비인증에 해당된다. 현재 모든 풍력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선급은 설계평가를 담

전기 제조사들은 인증의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인증

당하고 있다.

을 획득하고 있으며 특히 형식시험(Type testing)을 통해

풍력발전인증의 종류로는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실제크기의 풍력발전기와 주요부품(블레이드, 증속기, 발

부품인증 (Component Certification), 프로토타입인
증 (Prototype certification)과 프로젝트인증 (Project
certification) 이 있으며, 인증의 결과물로 인증서

전기)에 대해 현장에 설치하여 하중과 성능에 대한 검증

이 완료되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인증획득에 소요
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볼 수 있다.
부품인증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풍력발전기 제조사가

(Certificate) 또는 적합확인서 (Statement of Conformity)

주요부품 즉, 블레이드, 허브, 주축, 증속기, 발전기,

가 발행된다.  

전력변환기, 변압기, 타워, 요/피치드라이브,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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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IEC 인증시스템을 채택 준용하고 있다.

Risk & Insurance

한 풍력발전의 경우 산업계의 요구로 현재 모든 풍력발

Type Certificate
[형식인증서]

Site Assessment
[사이트평가]

Design Basis Evaluation
[설계근거 평가]

Integrated Load Analysis
[통합하중해석]

Wind Turbine RNA Design Evaluation

Support Structure Design Evaluation
[지지구조 설계평가]

Other Installation Design Evaluation

[RNA 설계평가]

Wind Turbine RNA Manuf. Surveilance

Support Structure Manuf. Surveilance

Other Installation Manuf. Surveilance

[RNA 제조]

[지지구조 제조검사]

[기타설비 설계평가]

[기타설비 제조검사]

Transportation and Install. Surveillance
[이송 및 설치검사]

Project Characteristics Measurements

Focus

[RNA 제조]

Commissioning Surveillance
[시운전검사]

강제사항
선택사항

Final Evaluation
[최종평가]

초점

Project Certificate
[프로젝트 인증서]

O & M Surveillance
[O&M 검사]

그림 4. 프로젝트 인증절차

볼트류 등에 대해 부품공급사에게 요구하는 인증이다.

될 사이트 (풍력발전단지 부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풍력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부품에 대한 설계^제조^성능

으로 발전단지의 개발자가 획득해야할 인증이다. 일반

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어 한다.

적으로 풍력발전기 제조사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할 때

프로토타입인증은 형식인증 획득 목적 또는 양산이 아

에 풍력발전기가 어디에 설치될지 고민할 필요없이 IEC

닌 개발단계의 일환으로 제작한 실규모의 프로토타입

61400-1(풍력발전기 설계요건)에서 정의된 풍력발전

풍력발전기에 요구되는 인증으로, 프로토타입이라 하더

기 Class(등급)만 결정하여 인증을 획득하면 된다. 반면

라도 최소한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

에 풍력발전단지 개발자는 개발하려고 하는 풍력발전단

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형식인증에서 요구하는

지의 사이트 특성을 검토하여 사이트에 적합한 Class의

정도의 평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제한된 기간내(3년)에

풍력발전기를 선정하면 되는데 프로젝트인증 과정(그림

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4.)에서 이를 검증하게 된다.

프로젝트인증은 형식인증을 획득한 풍력발전기가 설치

따라서 프로젝트인증에서는 단지에 공급될 풍력발전기

합성을 위해서 형식인증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사이트

당 풍력발전단지에 공급되는 풍력발전기들에 한해 인증

평가(Site assessment)가 요구된다. 사이트평가에서는

기관의 입회하에 제조검사를 수행하여 제대로 제조되는

발전단지 배치, 풍황분포, 극한풍속, 난류특성, 지반특

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인증에

성, 전력계통특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해상의 경우 파랑

서는 풍력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이 현장에 이송되고 설치

특성, 해류특성, 수심분포 등 해상기상(Metocean) 데이

되는 과정과 시운전 과정을 검사하여 인증을 마무리하

터를 평가하게 된다.

게 된다. 또한 발전단지 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

특히 육상용 풍력발전기와는 달리 해상용 (그림 5.)

는 풍력발전기의 공칭출력이 실제출력과 동일한지에 대

은 형식인증 획득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하부구조

한 검증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풍력발전기

물 (Substructure), 해상조건 및 발전단지의 후류효과

공급자의 성능보증문제에 따른 배상책임과 연관되어 있

(Wake effect)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이트조건

어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인된 시험기관이 성능시

을 고려한 통합하중해석(Integrated load analysis)을 수

험을 수행하며 인증기관의 검증 및 승인이 필수요소가

행하여 하중비교(Load comparison)를 해야한다. 하중비

된다. 발전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상업발전을 시작하

교를 통해 선정된 풍력발전기가 사이트에 적합한지 여

더라도 투자자와 보험사에게는 풍력발전단지가 설계수

부를 평가하게 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기에

명 (최소 20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한 설계보완 및 형식인증의 갱신 또는 발전기의 교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인증기관에 요구하게

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상용의 경우 추가된 하부구

된다. 인증기관은 정기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O&M)

조물에 대해 설계평가와 제조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갱신해 준다.

그림 5. 해상풍력발전기와 발전단지 후류 (Wake, 출처 : millicen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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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의 경우 형식인증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해

Risk & Insurance

는 반드시 형식인증을 획득한 상태여야 하며, 사이트 적

4.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인증
필요성

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식
인증에서는 그림 5에서 보듯이 하부구조와 기초를 제외
한 타워와 RNA(Rotor-Nacelle-Assembly)만을 인증대

Focus
초점

앞서 풍력발전관련 인증의 종류를 설명하였다. 형식인

상으로 하고 있어서 해상풍력발전기의 경우에 경험하게

증의 경우 강제여부와는 상관없이 풍력발전기 제조사가

되는 인근 풍력발전기에 의한 후류(Wake) 영향, 파랑 등

반드시 획득해야할 필수인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해상기상에 의한 영향, 바람과 파랑의 상호작용^부식^

또한 우리나라도 국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 중 정부

해저지반에 의한 영향 등 지역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보조금, 정부의 R&D 지원, 정부가 구축한 Test Bed에

않는다.

서 인증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RPS(신재생에너지

현재 풍력발전 IEC 국제기술표준은 유럽의 환경조건을

공급의무화제도) 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풍력발전기들

기반으로 개발된 설계요건이어서 이 기준을 따른 형식

은 국내 설비인증 대상이 된다. 하지만 풍력발전기가 설

인증만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치될 부지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지

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그림 6.에서 보듯

않아 형식인증만으로는 단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에

이 1998년도 인도에서는 사이클론에 의해 315기의 풍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력발전기 중에서 무려 40%인 129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형식인증은 풍력발전 Class에 따라서 풍력발전기를 설

발생하여 인증기준을 재검토하고, 인도자국의 인증시스

계하고 규정된 설계요건에 해당 풍력발전기가 적합하다

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림 7.에서 보듯이

는 것이지 설치하고자 하는 풍력발전단지 각각에 대해

2003년 일본의 미야코섬에서는 태풍 매미로 인해 7기의

그림 6. 1998년 인도 Cyclone으로 인한 풍력발전기 파손사례

그림 7. 2003년 일본 태풍 매미에 의한 풍력발전기 파손사례

가 발생했다. 이때 돌풍의 세기는 무려 74.1m/s로 풍력

하더라도 프로젝트인증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고

발전기 클래스 IA 기준보다도 높았다.

있다.

또한 그림 8.과 같이 풍력발전기는 이송하거나 설치할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대부분의 풍력단지에서

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 중에도 사고가 발생

프로 젝트인증의 전 모듈 또는 핵심 모듈에 대해 인증

할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는 운전 중에 사고가

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프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다. 해상의 경우 기

로젝트인증을 통해서 사이트의 환경조건이 취득되는 과

상조건에 따라 풍력발전기까지 접근이 용이하지도 않으

정, 선정된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및 기초의 사이트

며 보수 또는 교체작업을 위해서는 전용선박이 필요하

적정성^제작^이송^설치^시운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고 작업시간(Weather window)도 장담할 수 없다.

풍력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의 위험성(Risk)을

이러한 형식인증의 한계를 인지하여 최근에 개발되고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있는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는 형식인증을 획득하고 일

그림 8. 기타 풍력발전기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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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 운전실적을 보유한 (Proven) 풍력발전기를 설치

Risk & Insurance

모든 풍력발전기가 전복되거나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사고

5. 맺음말

형식인증을 통해 기술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본안전성을

우리나라의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프로젝트인증은 현

계를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성을 검증받는다. 또한 단지

재 개발 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실증

개발에 앞서 해상기상탑을 설치하여 수년간의 해상기상

(100MW)단지만 유일하게 한국선급이 정부의 R&D 지원

데이터를 취득하고, 충분한 지반조사데이터 확보를 통

을 받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풍력발전단

해 설계의 불확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에 대한 프로젝트인증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

마지막으로 단지건설 후에도 O&M 검사를 통해 설계수

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명 동안 단지의 안전운전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육상과 비교하여 여러 가

단계에 걸친 검증은 프로젝트인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지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풍력발전 선도국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프로젝트인증을 통해 풍력발전단

가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할 때에 여러 단계의

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육상에서의

검증받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시범 (Demonstration)단

Focus
초점

Special

장 대 원 이사
노아솔루션

국내 홍수위험관리현황 및
발전방향 (1/3)

- 홍수위험환경변화 및 주요 홍수원인 분석 -

2014년 4월16일 청해진해운 여객선 세월호 진도해상
침몰사고는 정부와 국민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슬픔의 결과로 나타
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사고의 원인과 사고발생 후
대응과정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관리 및 기준 준수 등

1회 : 국내 기후변화추세와 강수량 및 홍수피해현황 분석
2회 : 홍수피해 주요원인 분석 및 홍수방지를 위한 주요
치수대책 및 홍수위험관리현황
3회 : 홍수저감을 위한 홍수위험관리대책 및 방재
신기술 발전방향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문제들 대부분이 사
람에 의해 나타난 결과여서 그 안타까움이 더욱 클 수밖
에 없다.

1. 기후변화는 진행중

Special
특집

세월호 사건처럼 해상교통사고에 의한 재난은 과거 인

과거 기후변화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

적재난으로 분류되었으나 '13년 8월「재난 및 안전관리

의가 있었다면, 지금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 삶에

기본법」
이 개정되면서‘사회재난’
으로 분류되고 있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주 이슈가 되고 있다. 더이상 기

(제3조1)). 이러한 사회재난은 재난관리시스템의 변화,

후변화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

관리주체 및 관련자의 소명의식, 관심, 교육 및 훈련 등

민하는 공통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장기

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효과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적으로 해수면 상승, 기후조건의 변화, 이로 인한 식생

이를 위해 안전관련 국가조직개편, 관련 지원시스템구

및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돌발홍

축 등 체계개편 등의 대책이 일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난형태로 나타날

반면 재난 중 자연재난은 자연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

수 있다. 기후변화가 자연재난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빈

으로 인해 사회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도 및 강도의 증가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최악의 시나리

비용이 소요되며 개선효과를 단기간에 이루기도 어렵다.

오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나타날 수 있

본고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이 시기에 피

다는 것이다. 재난영화 중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빙하기

해가 상대적으로 큰 자연재난 중  주 피해유형인 홍수재

가 나타날 수 있다는 <투모로우 (The Tomorrow)> 영화는

난에 대한 위험관리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2시간짜리 즐거움

다. 이를 위해 홍수의 기본원인이 되는 강수량 등에 대

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예측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 실제

한 추세분석 및 관련 동향을 기후변화측면에서 검토하

로 2010년 이후에만 러시아 폭염 (2010.08), 파키스탄

고, 우리나라 홍수발생현황과 원인, 기존의 홍수방재대

홍수 (2010.08), 유럽 폭설 (2010.12), 미시시피강 범람

책과 위험관리대책 등을 분석하여 홍수위험을 저감하기

(2011.04), 중국 폭우(2011.06), 태국 홍수(2011.10), 필

위한 시스템(정책, 정보화 등) 및 방재신기술 등을 제안하

리핀 태풍(2013.11)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큰 인명

고자 한다. 관련내용은 총 3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이며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이 많이 발

게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생하였다.

1) 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
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발
생되는 재해로 정의하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의 마비, 가축 및 전염병 등 피해로 정의함.

미국

유럽

러시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카트리나’
내습으로 사망 및 실종 2,541명
97.3조원의 피해발생(2005)

150년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약 3만5천명 사망(2003)

130년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1만5천명 사망추정(2010)

가뭄
홍수
폭염
지진
한파

중국
쓰촨성에서 진도 7.8도의 강진으로
약 1만명 사망(2008)
폭우로 1,400여명 사망 및 실종(2010)

스페인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 전체
물 저장량의 80%소진(2007)

일본

쓰나미로 인한 피해면적
400km2, 사망 및 실종2만명
이상(2011)
폭염으로 503명 사망,
약4만6천명 병원진료(2010)

포르투칼
국토의 97%가 100년만의
가뭄에 고통(2007)

호주

아프리카 북동부지역
집주호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500명이상 사망(2011)

인도

남미

파키스탄

볼리비아는 -20℃한파로 물고
기 600만 마리 떼죽음(2010)

역대 최악의 홍수로 2천명 사망,
2천만명의 이재민 발생(2010)

인도 최약의 폭염으로
2,300명 사망(1998)
50℃이상 폭염으로
약 1,500명 사망(2003)

방글라데시
초강력 사이클론‘시드르’에
의해 3,300명 사망(2001)

그림 1. 전세계 이상기후발생현황, 기상청(2011)

정부간협의회 (IPCC)”
의 최근 보고서 (5차, 2013)2)에 의

2.	기후변화영향을 받는 강수량

하면 2050년까지 지구평균기온이 2.3℃ 상승하고, 우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는 대기중의 복잡한

리나라의 경우에는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리적 과정을 거쳐 홍수, 가뭄, 폭염과 혹한 등의 재난

(RCP 8.5기준). 이는 과거 4차보고서 (2007)3)의 상승전

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

망치인 1.8℃4), 2.0℃에 비하면 약 30%, 60% 상승한

는 우리나라와 같이 하천주변에 도시가 발달하고 산지

수치로 우리나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큼을 알 수

가 많아 돌발홍수 가능성이 높은 지형학적 특성이 있을

있다. 또한 과거 100년간 지구평균기온이 0.75℃ 상승

경우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 반면, 우리나라는 1.8℃ 상승하여 지형학적인 위치

우리나라 기후변화전망에 따르면 온도와 비슷한 패턴으

외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 등 빠른 성장에 의

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그 수준은 약 20% 정도로 예측된

한 내부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

다. 그러나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홍수재해를

가 필요하다(국무총리실, 2011).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연평균 강우량의 절대수치보

2)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온실가스배출량 시나리오 이용
3)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온실가스배출량 시나리오 이용
4)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목포, 부산 등 6대 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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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2007)
30년만에 발생한 최악의 화재
로 128명 사망, 750채 이상 가
옥피해(2009)

극심한 가뭄으로 이재민 11만
명 발생, 어린이 200만명 영양
부족 상태(2011)

브라질

연강수량(mm)

2,500.0

평균기온

℃

연강수량
평균기온

25.0
23.8

2,000.0

20.1

17.9

21.0

20.0
15.0

1,500.0
1,264.0

1,303.0

1,522.0

1,461.0

1,000.0
1971~2000년

2021~2030년

2041~2050년

2071~2100년

3시간의 강우량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시간에 내리
는 강우량을 강우강도 (mm/hr)라고 하며, 집중강우의 척
도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하여 국지성 강우가 증가하

10.0

면서 1시간보다 짧은 30분 이내에 많은 강우량이 발생

5.0

하는데 이러한 강우가 도시에서 발생하게 되면, 도시에

0.0

내린 비가 하수관거를 통해 하천 또는 펌프장으로 도달

그림 2.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 및 연강수량 전망

하기 전에 침수가 되는 피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가

Special
특집

다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가 어디에 내렸는가

중요한 관심분야로 인식되어 학계 및 정부기관에서 많

가 홍수관리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

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우 하천설계에서는 24시간 강우량, 내수배제시설 설계

극치강우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에는 주로 GCM5)

는 1시간 강우량을 이용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즉 어디에 비가 내리는 가에 따라서 강우지속시간과 이

RCM6)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연구가 자료의 고해상도화

때 발생된 강우량이 중요하다. 일반 지방하천 이상에서

및 처리기술의 발달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는 6시간에서 24시간의 강우량이 중요하며, 소하천에서

3.은 기후변화정보센터(http://ccs.climate.go.kr/)에서

는 3시간에서 6시간의 강우량이, 도시에서는 1시간에서

시나리오 및 변수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의

그림 4. RCP시나리오 우리나라 강수량 (좌:2014년, 우:2100년), 기후변화정보센터 Web site
5) 전지구적 기후모델, GCM(Global Climate Model)
6) 제한지역 기후모델, RCM(Regional Climate Model)

그림 4. 일 강우량을 이용한 기후변화 강우량 영향성 분석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2100년에는 경기도 및 일부내륙, 서해안 및 남해지역의

젝트의 방법을 한국화하여 집중호우 한계점, 지속기간

강수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일 최대강수량, 습윤일의 강우강도, 최대 건조지속기

한편 미래 강수량의 전망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간,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과 발생빈도 등 6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지 않고 관측된 자료를 근거

개의 강우요소와  Hot-day 한계점 등 4개의 기온요소

로 예측하는 통계적인 기법연구도 활발하다. 한국건설

의 극한값을 분석하였다. 강우와 관련해서 분석된 결과

기술연구원 (2008)에서는 기상학적 요소평가를 위해 전

는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는 극한지수경향이 증

국 66개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강우량, 평균온도, 최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및 최저온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극한지수

각 표시의 크기는 증가수준으로‘+’
표시가 클수록 강우

(Extreme indices)를 산정하였다. 유럽에서 2002년부터

경향이 큼을 의미한다. 좌측부터 집중호우임계점7), 습

수행한 STARDEX(Statistical and Regional dynamical

윤일의 강우강도8),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발생빈도9)를

그림 5. 일 강우량을 이용한 기후변화 강우량 영향성 분석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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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수량 공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2014년에 비해서

그림 6. 2000년 기준 시강우량 이용 단기적 강우영향성 분석결과 (소방방재청, 2011)

나타낸다.

25

도시홍수 위험성 평가 및 통합관리방안 개발(소방방재청,

20

Special

통계적인 추세분석한 결과에서도 30년간 지속적으로 일

연평균 횟수

2011) 연구에서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은 광역도시에 대

해 연도별 일 최대 강우량과 100mm 이상 발생횟수를

특집

우발생패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그

0

16.6

16.4

10
5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2000년 이전(1961~2000)과

21.1

15

최대 강우량과 100mm 이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강

림에서 기울기의 크기가 클수록 강수패턴변화가 급격

50mm 이상/hr
80mm 이상/3hr

9.7

10.0

10.3

12.3

5.1
1970

1980

1990

2000

그림 7. 기상청자료를 이용한 피해유발 강우횟수 경향분석

2000년 이후(2001~2010)로 구분하여 빈도별 강우량의

분명 우리는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과거

변화를 김보경 등(2008)이 제시한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자료를 분석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기상

2000년 이전과 이후의 1시간 강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

이변 등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량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2000년 이후의 강우증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기후학적 취

가폭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6.).

약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측자료를 이용한 통계

그림 7.은 기상청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대부터 2000

적 추이분석에서도 최근 그 증가정도가 커짐을 확인하

년대까지 시강우 50mm 이상, 3시간 연속강우 80mm

였다. 이는 우리가 기후변화의 끝자락에 있을 수도 있다

이상의 전국 발생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는(기후변화 관점에서 짧은 시간이나 100년 그 이상일 수 있

1970년대에 비해서 2.5배 정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음) 불안감과 이에 대한 철저한 적응전략이 필요함을 시

강우량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해 준다.

7) Heavy rainfall threshold : 강우가 발생한 날에서 90%에 해당되는 강우량을 의미
8) Average wet-day rainfall : 강우량이 발생한 날에 특정 시간동안 얼마만큼의 강우가 발생하였는지를 의미
9) Heavy rainfall days : 관측소별 정의된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의 강우가 발생한 일수를 의미

3.	홍수피해현황 분석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10년간(2002~2011) 소방방재청이 발간하는 재해

최근 10년간 재해연보의 피해유형 및 피해액을 분석하

연보의 피해액을 분석하면 연평균 2조원의 피해와 3조

면, 전체 피해액의 90.6%가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발생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어 총 5조원의 사회비용이 지출되

되고, 그 외의 재난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표 1.). 기존 분석자료나 보

복구비의 경우에도 93% 이상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

고서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여 상대적

해복구에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태풍 및 호

으로 2000년대의 피해규모가 90년대의 3배 수준으로

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지자체의 수를 분석한 결과 태

자연재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02년 태

풍피해 지자체수는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호우피해 지자

풍‘루사’
와 '03년 태풍‘매미’등 매우 큰 태풍의 영향

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9.).

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하지만 그림에

동일기간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경기도 재해피

서와 같이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피해규모가 점차 증

해 원인의 87.8%가 우기(7월~9월) 집중호우로 인해 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유형이 풍수해에 집중되어 있는데

9,00 0,000

9,048,617

피해액

9,030,202

복구비

18
19

8,000,000

피해액 및 복국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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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0

5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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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현황,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표 1.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현황,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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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799,708

피해액

6,115,266 5,906,053 1,554,136 1,298,403 2,381,357

304,251

70,909

333,302

458,577

복구비

9,048,617 9,030,202 2,377,271 2,039,016 4,474,599

591,798

164,320

862,829

768,694 1,665,3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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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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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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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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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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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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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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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수

33

3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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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태풍 및 호우피해발생 지자체 수 분석,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호우와 태풍의 피해액도

과 소하천으로 구분되어 작성하나 실제 하천에서의 범

5,903억원과 614억원으로 호우피해액이 10배정도 큰

람에 의한 피해액이 아닌 하천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

것으로 분석되었다10).

물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액으로 작성되어 홍수피해를

최근 10년간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피해 중 풍수해

대변하기는 어렵다.

Special

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상회하며 태풍과 호우로 인한

하지만 하천에서의 유속이 빨라지고 유량이 늘어나서

피해발생이 자연재해를 주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되는 하천시설물 피해를 고려하면 선적인 하천시

특집

홍수피해는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피해와 도시에서 빗

설 피해를 통해 하천이 위치한 공간 즉, 면적인 위험

물이 하천으로 배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내수재해로

(Risk)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구분된다. 재해연보에는 하천피해를 국가 및 지방하천

가정으로 재해연보의 하천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소

2,000,000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

1,800,000
1,600,000

피해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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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천 구분별 피해현황 분석,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10) 10년간(2002~2011년) 경기도 재해피해액은 총 6,722억원이며, 그중 호우와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피해액이 6,517억원, 기타 피해액이 205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7%가 기상재해로 발생됨.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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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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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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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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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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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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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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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천 구분별 피해현황 분석,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방하천의 피해액이 60%로 분석되었다.

후에는 침수면적자료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특히 국가 +지방하천의 피해액 중 대부분은 지방하천

된다.

의 피해로 중규모 이하의 중소하천에서 홍수범람피해

동일기간 재해연보의 침수면적을 분석한 결과 피해액

위험도가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과 같이 2007년부터 침수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

이는 과거 하천정비수준이 낮고 장마와 같은 장기간 강

히 2010년의 경우 전체 침수면적 12,925ha 중 7대

수량이 집중되어 댐조절용량의 부족, 하천제방단면 부

광역도시에서 11,137ha의 침수가 발생하여 당해년도

족, 제체 미정비에 따른 붕괴 및 범람 등 후진국형 홍

침수면적의 86%가 대도시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11).

수재해가 아닌 4대강 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대하천 중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이

심의 치수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이

는 최근 장마라는 용어가 낯설어진 것처럼 장기간 강우

다. 또한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우일수는 감소하

량보다는 단기간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짧은

여 단기간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기상변화도 밀접한 관

도달시간을 갖는 도심 또는 중소하천 등에서 피해가 증

계가 있다. 단기간의 집중강우 (6시간 이내의 강우)는 빠

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른 시간에 돌발홍수형태로 많은 빗물을 하천으로 유입

그림 10.의 중소하천 피해증가와 유사한 인과관계를

시키게 되고, 유역이 작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서는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우형태에 취약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재해연보에 침수면적이 제공되고 있으나 국
가에서 피해보상액이 지급된 시설에 한하여 연보에 기
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도시에서의 침수면적이 반영

4. 소결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서울 등

이처럼 다양한 재해연보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추세

대도시 침수 이후부터 가구당 600,000원씩 피해지원

분석을 통해 강우패턴의 변화(기후변화의 영향)와 재해연

금이 공식적으로 보상되고, 침수흔적도 작성의무화 등

보의 피해액의 패턴이 추세측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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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 재난기록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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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전체 피해액의 40% 수준을 나타내며 국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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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강우 변동추이와 피해액 추이비교, 장대원(2010)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연보상의 피해액의 경우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

접근이 필요하다. 장대원(2010)은 우리나라 최대강우강

균피해액은 2007년도 환산금액으로 7,257억원에서 2조

도 발생추이와 일 최대 강우량 발생추이를 분석하고 이

9,354억원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그림 12). 1990년대

를 피해액 추이와 비교하여 단순 강우량 증가요인으로

에 가장 큰 피해를 낸 재해는 1998년 집중호우로 2007년

재해피해액 증가요인을 설명하기 부족하며 도시화, 산

기준금액으로 1조 8천억원으로 이는 2002년 루사의 8조

업화 등 다른 요인과 기존의 홍수관리패러다임에 문제

2천억과 비교할 경우 강우량 및 피해가 2000년대에 들어

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강우강도의 경우 2000년 이전

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는 평균 94mm/hr였고, 2000년 이후에는 97mm/hr

이러한 결과는 기상학적인 변동폭에 비해서 더 큰 폭으

로 증가하였고 일 최대강우량의 경우 평균 356mm/day

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위험성의 증가

에서 415mm/day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해

요인만으로 피해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하나의 예로서 기

상학적인 측면 외에 다른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위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그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 그 결

험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 발생되는 홍수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에

즉, 이처럼 지난 몇 십년간의 홍수 방어노력에도 불구하

는 지속적인 홍수대응노력에도 피해규모가 가중되는 원

고 홍수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기

인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유형별 홍수피해사례와 그 원

상학적으로 집중호우, 돌발홍수같은 기상이변 등이 원

인, 그리고  홍수방지를 위한 주요 치수대책 및 홍수위험

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단순 위해성 (Hazard)관리가 아닌

피해요소를 고려한 홍수위험관리가 추진되지 못한 부분

종합적인 홍수위험(Risk) 관리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 있다.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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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1,“도시홍수 위험성 평가 및 통합관리방안개발”,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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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 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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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상금보상보험의 담보사례와
시장전망

1. 개요

은 보험의 목적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상금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입

기업이 매출증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마케팅방법 중 소비

은 손해가 아닌,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보험계약자가

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품광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임의로 설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특히 고가의 자동차나 해외여행상품을 경품대상으로 하

있다. 즉,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비용손해로 제한

면 실제 마케팅의 효과는 높아지는 반면, 기업의 경품비용

되지만 기업체가 추진하려는 마케팅과 연계하여 다양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로 고액

고 창의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제시될 수 있다.

의 경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다양한 광고행사를 자주

2. 주요면책조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이 상금보상보험이라

상금보상보험은 특정한 사건, 상황 또는 경기결과가 발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스포츠행사와 관련하여 활

생하는 경우에만 담보하는 열거위험방식의 담보약관이

용되고 있다.

므로 면책사항은 비교적 간단하다. 보험계약자와 보험

스포츠상금보상보험은 기업으로 하여금 제한된 광고 예산

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주요한 면책사항은 다

범위 내에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고액

음과 같다.

의 경품광고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예산은 1억원 뿐인데 효과적인 경품광고를
위해서는 10억원의 경품비용이 필요한 경우, 광고효과를

10억 원 이상의 우승상금수당이 필요한 경우 등, 즉 주어
진 예산보다 수십 배의 경품 또는 상금비용이 필요한 경우

(2) 전쟁, 폭동 등 전쟁관련위험
(3) 원자력위험
(4)	행사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부적절한 준비로
인한 손해

활용되는 보험프로그램이 바로 상금보상보험이다. 여기
서는 스포츠상금보상보험의 상품내용과 담보사례 및 향후

3. 담보의 전제조건

시장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상금보상보험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피보험자는 보
험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상금보상보험

•	중요사항에 대한 성실한 고지의무 및 보험개시전 변경된
정보통지의무

1. 보상하는 손해

•	보험계약 개시일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계약은
취소될 수 없고 납입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음

상금보상보험은 스포츠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
에 약정한 특정상황이나 조건이 실현되면 피보험자인
행사주관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상금 또는 경품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전통적인 손해보험

•	보험가입조건 및 내용을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함
• 해당 행사에 참가한 고객의 명단관리
•	해당 고객에게 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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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정상급 프로스포츠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1)	피보험자의 부적절한 대응조치, 재정부족 등
재무관리부실로 인한 금융손실

Risk & Insurance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고액 경품행사로 인한 기업의 비용

4. 보상한도액

7. 보험료

상금보상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험계약 당시 협의한 특

상금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결국 사전에 약정한 상황이나

정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인 행사주관자가

조건이 실현될 확률에 기초한다. 따라서 과거경기결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품 및 상금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

등 통계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관련 통계에 근거하

만, 보험회사의 책임을 경감하고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

여 경험요율을 산정한다. 특히 강우량 또는 강설량과 같

기 위하여 일정기준의 보상비율을 정하거나 총 보상한도

이 기상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30년 이상

액을 설정하기도 한다. 스포츠상금보상보험의 경우 일

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반 손해보험과 달리 일부 손해의 가능성이 없으며 약정

는 담보위험 및 조건의 표준화가 어려워 재보험자 구득

한 특정경기결과가 실현될 경우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

요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체의 마케팅효과도 높

가입금액 전액손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보험회사의 위험부담도 제한할

Research & Analysis

수 있는 보험요율의 수준을 찾는 것이 계약 성사의 중요

5. 보험기간

한 요소이다.

상금보상보험의 보험가입기간은 판촉행사기간 및 특정
사고기준일을 포함하여 임의로 설정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특정 사고기준일로부터 1년 전 또는 판촉행사기간
을 감안하여 판촉행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보험개시일로

3. 주
 요담보사례

연구분석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특히 기상조건을 담보기준으
로 하는 계약의 경우, 기상조건이 예측가능하다면 보험
계약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보험계약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6. 공제금액
일부손해의 가능성이 없는 상금보상보험의 특성상, 소액

1. Hole in One

다발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제금

가장 많이 판매되고 활성화된 스포츠 상금보상보험의

액은 그 의미가 없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을 경감시키

일종이다.

거나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경감하

구분

기 위하여 공동보험(Co-insurance) 비율을 설정하는 방

보험계약자

법을 주로 사용한다. 특정 기상조건을 담보기준으로 하
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강우량 또는 강설량을 초과하
는 경우에만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담보내용
보상한도액

내

용

골프회
•	미리 지정된 홀(파3 173야드)에서 첫
티샷으로 홀인원 성공 시, 상금지급
• 1인당 시도횟수는 1회로 제한
1억 8,000만원

※ 출처 : 한국일보 2011년 8월 26일자 기사

3. Sponsors Incentive Bonus
특정선수를 후원하는 후원업체의 선수가 기대 이상의 성
적을 달성한 경우 발생하는 상금수당비용을 보상한다.
구분

내

용

보험계약자 패션유통전문업체

담보내용

지급보험금

•	특정 골프선수가 기 지정된 대회에서 10위
내에 입상할 경우 성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너스상금을 지급
•	우승할 경우 상금의 25%, 2위는 20%,
3~5위를 기록하면 15%, 6~10위권에
들면 10%를 보너스로 지급
20만불

※ 출처 : 연합뉴스 2002년 5월 7일자 기사

특정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3,000분의 1

아마추어 골퍼

1만2,000분의 1

외팔 골퍼

5만분의 1

같은 팀 두명이 한 홀에서

1,700만분의 1

한 골퍼가 한 라운드에 두 번

6,700만분의 1

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구 분
보험계약자

※ 출처 : 데일리한국뉴스 2013년 9월 13일자 기사

담보내용

2. Special Events Promotion

보상한도액

월드컵축구대회, 올림픽경기 등 대형 국제스포츠행사와

내

용

전동공구 제조전문업체
2001년 1월 1일에 서울기상청 기준으로 1㎝
이상의 눈이 내리면 200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동공구를 구매한 고객들
중 5,000명을 추첨, 상금과 경품을 지급
3억5천만원

※ 출처 : 머니투데이 2001년 1월 4일자 기사

관련한 상금보상보험이다.

5. Standard Prize Indemnity
2002 월드컵축구대회 관련
상금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상금 계약
조건 건수
16강

19

8강

6

기타

8

합계

33

특정팀이 특정대회에서 우승하면 약정한 우승보너스를
(단위 : 백만원)

보험료
합계

국내

보험금
해외

합계

국내

해외

3,583 1,394 2,189 9,269 4,409 5,220
460

459

1,978 1,666

1 3,102 3,098

4

지급하는 상금보상보험이다.
구 분
보험계약자

담보내용

312 5,007 3,477 1,530

6,021 3,519 2,502 17,378 10,984 6,754

※ 출처 : 금융감독원 2002년 보도자료

보상한도액

내

용

삼성라이온즈
2005년도 국내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피보험자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할 경우,
피보험자가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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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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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les Rebate Promotion

홀인원 확률(출처 골프다이제스트)

4. 시장현황 및 전망

(1)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통계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1. 현황

(2)	특정위험의 종합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유사위험

지난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 이어 올해 브라질에서 개
최된 2014 FIFA 브라질월드컵을 맞아 여러 회사들이 상
금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대략적인 현황은

월드컵 대회별 요율추이

계약건수

Research & Analysis

한국팀
16강
진출
지급
조건 한국팀
8강 진출

(3)	스포츠행사와 관련 도덕적 위험이 심각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4) 사고발생률이 높아야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래와 같다.

구분

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경험 수치가 부족하다.

특히 상금보상보험이 기업의 판매촉진전략과 연계한 점

2002월드컵 2006월드컵 2010월드컵
30건

5건

15건

40%

-

48%

13~14%

30%

40%

※ 2006년 대회는 전 대회 4강 영향으로 16강은 당연히 진출할 것으
로 기대.
보험요율이 너무 상승해 계약이 형성되지 않음.

을 고려했을 시, 특정 경기결과의 확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보험요율 역시 높아지게 되고 반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판촉효과가 없어져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대안
스포츠상금보상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

연구분석

월드컵 대회별 요율추이
상금조건
16강

8강

(단위 : 억원)

이 정리해 본다.
우선, 홀인원보험과 같이 과거 경험통계가 축적된 상금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전자업체

2.5

보상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표준화하여 보험

유통업체

1.0

계약 건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보험

유통업체

0.3

전자업체

2.5

조건을 표준화하면 보험계약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유통업체

0.8

유통업체

0.1

깝게 성립하게 되고, 이는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모두

유통업체

2.0

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

3.2

과거 경험통계가 부족하고 유사위험에 대한 경험치가 없

감소하고 계약건수가 증가하면서 대수의 법칙에 보다 가

는 새로운 보험조건인 경우에는 해외 재보험자의 경험과

2. 문제점

담보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스포츠상금보상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반보험종목

것이다. 해외 재보험자와의 재보험거래를 통하여 새로

과 비교할 때, 각각의 보험계약자들 요구사항을 정확히

운 상금보상보험의 경험자료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갈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보험종목이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상금보상보험에 내재될 수 있는

다. 더욱이 다른 일반 손해보험종목에 비해 도덕적 위험

도덕적 위험은 가능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이 내재할 개연성이 큰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는 모든 참가선수의 경기내용(결과)에
대한 기록(촬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및 행사주관자는 해당경기(행사)를 관
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3)	참가선수의 모든 활동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연습
시도는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스포츠 상금보상보험의 담보위험과 조건이 개별
스포츠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관련 스포
츠 및 특정조건에 대한 최신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4. 전망
통상적인 기존의 광고나 후원이벤트보다도 스포츠관련
대회주최가 기업이 목표로 하는 고객들에게 노출될 기회
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 최근 기업의 스포
츠관련 광고 및 대회주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 선
진국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각종 뉴스매체나 광고 등을
통해 상금과 프로모션을 경쟁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상금의
금전적 가치도 계속 고액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종 스포츠 및 레저활동의 증가로 마케팅활
용도가 상승하고 상금이나 경품의 금전적 가치가 상승하

서 기대하는 마케팅효과와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영업수

면서 기업체 입장에서 보는 상금보상보험의 필요성이 증

지를 확보할 수 있는 보험조건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일반보험종목

보험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언더라이터의 육성 또한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해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지닌 보험

필요할 것이다.

종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체의 마케팅효과
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써 적정한 상금보상보험조건
을 설계할 수 있다면 스포츠상금보상보험은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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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종목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isk & Insurance

또한 보험계약체결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Proposal

정 태 윤   팀장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의
전담보 확대방안 모색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차량의 사고시 차량 손상정도와 수

표 1. 대물담보 차량모델별 손해율 상대도 예시

리가 용이한 정도 등을 평가한 모델별 위험도 차이를 보

손해율 상대도

모델명

험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2011년

2012년

2013년

서 2007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차량담보의 차량모델

뉴엑센트

81.4%

77.9%

72.8%

별 등급은 1~2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률은

누비라

95.7%

90.9%

83.6%

200%에서 50%까지 사용되고 있다.

신형베르나

101.6%

97.6%

95.5%

이에 반해 대인, 대물 등 자차 외 담보의 경우 소형A, 소

뉴프라이드

106.5%

104.2%

98.2%

형B, 중형, 대형, 다인승 등 5개 차종별로 요율을 구분

뉴아반떼XD

110.6%

110.3%

110.6%

하고 있으나 국내 294종류의 승용차 모델별로 손해율을

※ 승용차 소형B(1,000~1,600cc) 기준, 상대도는 연식효과 제거 기준

살펴보면 동일차종 내에서도 차량모델별로 손해율 격차
표 2. 차종별 손해율상대도 분석결과

가 존재한다.

손해율 상대도

차 종

누비라는 '11년에서 '13년까지의 3년간 소형B 평균손해

대 인

대 물

소형A

81.0% ~ 110.2%

79.9% ~ 106.9%

이드는 100% 내외수준을, 뉴아반떼 XD는 상대적으로

소형B

71.8% ~ 118.9%

71.5% ~ 120.6%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중형

71.0% ~ 140.1%

78.3% ~ 127.1%

각 차종별로 모델별 손해율 상대도를 비교해보면 모든 담

대형

81.1% ~ 120.7%

83.1% ~ 116.0%

보, 모든 차종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중형차의 대인담보

다인승

83.3% ~ 113.6%

83.3% ~ 120.0%

는 71.0%~140.1%로 다소 넓게 분포하고, 외산차 대물

외산차

72.2% ~ 120.0%

87.2% ~ 108.1%

담보는 87.2%~108.1%로 비교적 좁게 분포하고 있다.

※ 3년(´11년~´13년) 실적에 신뢰도를 반영하여 산출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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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담보별·등급별 차량모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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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손해율을, 신형베르나, 뉴프라

Risk & Insurance

대물담보의 소형B 승용차종을 예로 들어보면 뉴엑센트,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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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인담보 연도별 차량모델 등급분포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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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물담보 연도별 차량모델 등급분포

담보별로 294개 모델별 손해율 상대지수를 차량담보와

표 3. 대물담보 차량모델별 손해율 상대도 예시

같이 1~26등급으로 전환하여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그림

구분

대인

1.과 같이 대인·대물담보는 16등급에 밀집한 모습을 보

대인

1.000

이는 반면, 자손 담보는 넓게 분산된 형태를 보인다.

대물

0.842

1.000

대인·대물의 경우 연도별 차량모델 등급분포는 매년 유

자손

0.452

0.453

1.000

자차

0.323

0.345

0.092

사한 형태를 보인다.
차량모델별 담보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인·대물간

대물

자손

자차

1.000

※ 2013년 통계 기준

상관계수는 0.84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담보

한편, 차량모델별 등급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모델

간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별 손해율이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일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09년부터 ´13년간 매년 손해율의

또한 최근 3년 통계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전신뢰도 대수

변동 정도를 분석하였다.

를 설정하여 연도별 평균유효대수로 손해율상대도를 가

손해율 편차정도에 대한 판단을 위해 손해율 변동계수

중평균함으로써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였으며 변동계

마지막으로 대인·대물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수가 10.0% 미만인 경우 해당 모델의 손해율이 일정한

배상책임담보로 담보를 합산하여 모델등급을 산출함으

것으로 간주하였다.

로써 요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변동계수 산출식
- M : 손해액분포의 평균, S : 손해액분포의 표준편차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세단과 SUV를 구분한 차량형태
별 손해율, 중량별 손해율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현재 할인할증, 가입경력, 성, 연령, 법규위반 등의 인적
요인은 보험료 요소에 반영 중이므로 차량모델별 손해율
차이는 차량특성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량형태별로는 보면 중형 차종에서 SUV차량이 세단에

한 결과 대인·대물·자차담보에서는 손해율 변동성이

비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반면 대형차종의 경우, 세단

낮은 모델수가 전체 모델대비 76.1%~93.3%를 보였

이 SUV차량보다 크거나 배기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으나 자손담보는 27.0%로 손해율이 불안정하게 움직이

차량형태별 손해율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는 모습을 보여 향후 모델별 차별화 대상에서 자손담보

되었다.

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표 5. 대물담보 차량모델별 손해율 상대도 예시

표 4. 대물담보 차량모델별 손해율 상대도 예시

구분

담보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전체모델수*

71개

77개

63개

60

10% 미만 모델수

54개

68개

17개

56

전체대비 비율

76.1%

88.3%

27.0%

93.3%

* ’
09~’
13년간 매년 실적이 전신뢰도 (인적담보 36,220대, 대물배상
28,051대, 차량 24,024대)를 모두 충족시키는 모델만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인·대물담보의 차량모델별

차종
중형
대형

차량형태

손해율 상대도
2011년

2012년

2013년

SUV

106.4%

106.6%

105.6%

세단

98.6%

98.4%

98.4%

SUV

99.6%

101.2%

97.2%

세단

100.0%

99.9%

100.2%

※ 대물담보, 2011~2013년, 상대도는 연식효과 제거 기준
※ 소형차종은 SUV가 거의 없고, 다인승은 세단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요율차별화 도입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중량별로 구분할 경우 중형 및 다인승은 무거운 중량일

우선 신차의 경우 자차담보에서는 신차 출시전 충돌시험

수록 높은 손해율을 보였고, 소형은 손해율 분포가 혼재

등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비해 대인·대물담보는 신

되어 있으며 대형은 무거운 것이 낮은 손해율을 보였으

차의 모델별 등급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부재

나 최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므로 차종별 평균등급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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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충분한 차량대수를 가진 모델을 대상으로 분석

Risk & Insurance

- CV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S/M)
- CV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것으로 평균 1단
위당 표준편차(변동)의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
양한 평균을 가진 데이터들의 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

한편 대인·대물의 차량모델별 손해율 차이가 유의적인

도입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참고로 미

표 6. 차종·중량별 손해율 상대도
구분
차종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다인승

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차량담보 뿐만 아니라 배상책

손해율 상대도

임담보도 차량모델별 요율을 구분하여 계약자별 보험료

중량 (kg)

2011년

2012년

2013년

900

-

98.0%

94.9%

1,000

-

111.2%

100.1%

둘째, 배상책임담보의 차량모델 위험도의 성격이 차량

1,100~1,250

90.3%

96.7%

106.5%

담보와는 상이하다는 점이다. 차량담보의 차량모델등

1,300~1,400

80.2%

113.2%

103.5%

1,350~1,500

83.3%

85.7%

94.4%

1,550~1,800

94.5%

96.0%

100.2%

1,590~1,650 110.1%

96.8%

98.0%

한 결과가 반영된 우량등급은 제작사의 노력의 결과로

1,700~2,000

92.4%

89.6%

97.0%

써 신차판매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1,700~2,000

74.6%

87.4%

94.9%

이에 반해 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간 사고위험에 따른

2,100~2,125

83.0%

105.5%

101.4%

합리적인 보험료 차등화만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

※ 대물담보, 2011~2013년, 수정 손해율 상대도 기준
※ 2013년 기준 평균연식 0~2년 이내의 차량모델을 대상으로 함.

를 차등화하고 있다.

급제도는 제작사의 차량설계개선 및 부품비 인하유도와
가입자별 위험도 차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러

담보의 차량모델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수가

Proposal

존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차량담보와

제언

이상으로 배상책임(대인·대물)담보를 중심으로 차량모델

같이 사전에 자동차충돌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별 손해율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따라서 신차의 모델위험도는 최초판매시 알 수 없어 평

을 도출할 수 있다.

균등급을 부여하게 되므로 제작사의 신차판매전략과도

첫째, 이제는 차량담보에 더하여 배상책임까지 차량모

무관하다.

델별 요율 차별화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셋째, 위험에 따른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고 보인다. 차량담보에 대한 차량모델등급제도를 최초

요율변수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할인할증, 가입경력,

시행한 이후 7년이 경과하였는데 도입이후 충돌시험을

성, 연령, 법규위반 등은 가입자의 행동양식, 성향 등에

통한 차량의 손상성·수리성 평가로 분리형 부품도입과

따른 인적요율차별화 요소이다. 이에 반해 차량모델별

같은 자동차설계 개선, 부품가격 인하 등 제작사의 손해

특성에 따른 위험도 차별화는 인적요인 이외 차량특성

액 절감노력 유도에 상당한 효과를 보는 등 차량담보에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위험에 따른 보험료 형평성 제고

서는 모델등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상책임담보에 대해 유의적인 차량모

배상책임담보의 차량모델별 위험도 구분으로 가입자별

델별 손해율 분석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제는 차량담

합리적인 보험료 차별화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 이외의 배상책임까지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제도를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ccident Review

원 종 현 책임

삼성화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사고사례와 판례경향

Accident Review

1. 들어가며

적인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적

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인터넷뱅

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킹 거래액 일평균 28조원,인터넷뱅킹 가입자 5,557만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초기 대부분의 전자금융사

명, 모바일뱅킹 가입자 996만명, 세계최고 수준의 ATM

고는 신용카드불법복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가는 사

보급률, 전체 입출금거래 중 비대면거래의 비중이 86%

고가 간간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에 들어서면서 과거

로 가히 전자금융의 메카라 할 수 있다. IT와 지급결제

와는 판이하게 다른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

인프라의 결합에 기반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그동안

다. 무자비하게 공격해오는 해커들과 범죄자들의 악행

거래 효율성을 최고의 기치로 하여 거듭되는 발전을 이

에 각 금융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루어왔다. 그러나 비대면·비서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면하게 되었으며, 고객들은 몇 년 동안 저축해 놓은

진행되는 전자금융거래의 속성상 효율성의 또 다른 한

거액의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편에는 늘 불안전성이라는 양날의 칼이 도사리고 있다.

발생하였다. 더불어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전자금융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장애사고 이외에 악의적

사고로 인해 이용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상

의도를 가진 주체에 의한 중간자 공격, 개인금융정보의

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무단침해 및 조작 등 다양한 공격형태가 등장하면서 1차

필자가 보상처리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전자금융거래배

피해 등 전자금융사업자의 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 사고

자료 : 김재경 의원실·금융감독원·연합뉴스

사고사례

224

상책임보험의 사고사례와 그 유형, 그리고 현재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 보고 보험사의 손해사정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객에게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제언

82
23

10

24

16

10

227.1

건수(건)

200

코자 한다.

205.9

금액(천만원)

2. 전자금융사고 유형과 사례
1. 전자식카드의 위조사고로 인한 부정출금사고

150

1) 카드불법복제 사고사례(사고유형 ①)
카드 고객 방은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발급받

100

33.2
0

아 사용하여 오던 중  불상의 피의자가 현금지급기에

59.2

50
42.8

38.4

13.0

2012 2013년
6월
※ 접근매체 위변조 및 직접적 금전피해 발생사고 기준
     (IT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전통적 수법 전화금융사기 제외)
2007

2008

2009

2010

2011

그림 1. 전자금융사고 발생추이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현
금을 인출하였고, 이때 범인은 방 고객의 카드정
보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카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2007.6.30~7.2 사이 총 1,800여만원을 불법 인출해
간 사고

② 사고유형 분석

전자금융거래 초기 사고유형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카

사고조사결과 부정이체에 사용된 IP가 중국에서 접속되

드정보를 카드판독기를 통해 몰래 입수하고, 비밀번호

었으며 최근 Key-Strok라는 해킹프로그램 (이용자가 자

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확보하는 수법을 통해 고객

신의 컴퓨터에 입력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해커의 컴퓨터에

의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편의점 주변에서

뜨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쉽게 사용하는 VAN사의 현금지급기에서 사고가 발생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도화된 해킹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에는 해외여행 또는 출장자들이

는 범인이 해킹 등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

해외에서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복제를 통한

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사고가 증가하기도 했으나 최근 카드복제가 어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계좌에서 다

려운 집적회로 (IC) 카드로 전환하면서 카드복제사고는

량의 금액을 부정 이체한 후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고이다.

2.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뱅킹 부정이체사고

2) 메모리해킹 사고사례(사고유형 ③)

1)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고사례(사고유형 ②)

① 은행 고객 박는 평소와 같이 주거래은행 홈

① 은행 고객 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인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을 이체하려고 시도하였는 바,

증서가 재발급되어 본인계좌에서 총 103,920천원이 9

보안카드 난수를 입력하였음에도 평소와 같이 이체가 되

개 타인계좌로 부정이체된 사고

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여 컴퓨터를 종료하였는데 다음날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금융거래를 위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PC에 보안모듈 설치

보안카드 번호

Attacker

 보안모듈 적용 후 인터넷뱅킹 사용
 금융정보탈취 악성코드가 보안모듈 무력화
	사용자정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를
공격자 혹은 C&C서버에 전송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그림 2. 메모리해킹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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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유형 분석

Accident Review

본인의 통장에서 5,000만원이 타행계좌로 이체되는 사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사이트에서

고가 발생함.

인터넷뱅킹 이체거래시 고객PC에 설치되어 있던 악성

② 사고유형 분석

코드에 의해 고객이 입력한 이체계좌번호와 이체금액을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사이트 방문시 고객

변경하여 범인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이체되는 사고임.

PC에 설치되어 있던 악성코드가 금융기관이 보안을 위

신종 메모리해킹사고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사이트에서

해 고객PC에 자동으로 구동되는 키보드 보안솔루션 등

고객이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이체금액을 입력하면 잠

보안모듈을 무력화한 후 해킹을 통해 고객의 공인인증

시 멈춤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고객이 보안카드번호, 계

서,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정상 작동

좌비밀번호 등을 정상 입력하여 모든 이체과정이 완료

과정에서 유출하는 사고이다.

되나 고객이 보내고자했던 계좌번호와 이체금액이 아닌

 Log 분석시 사고이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보안카드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되는 사고이다.

난수를 입력한 후 정상적인 이체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Log 분석 시 사고이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보안카

특징이 있음.

드 난수를 입력시 정상이체 거래하려고 한 계좌번호, 계

    

좌주, 이체금액과 부정이체거래시 계좌주, 계좌번호,

3) 신종 메모리해킹 사고사례(사고유형 ④)

이체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특징임.

① 은행의 고객 임정은 주거래은행 인터넷 사

사고사례

이트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현금을 이체하였으나 다음

4) 보이스피싱 사고사례(사고유형 ⑤)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계좌로 198만원이 이체

① 은행 고객 신는 14.5.22 오전 10시경에 휴

된 사고.

대폰으로 성남범죄수사1팀 이 수사관이라고 사칭

② 사고유형분석

한 범인으로부터“대포통장 사기사건”
과 관련이 있다며

2) 인터넷뱅킹 실행
(계좌이체번호·금액입력)

1) 악성코드 유포
(보안모듈 무력화)

해커

정상이체
계좌(A은행)

피해자 PC
3) 데이터변조
- (PC화면) 정상입력 결과 도출

5) 인터넷뱅킹 종료
(이체계좌·금액변경)

- (악성코드) 계좌번호 금액변조
4) 허위거래 요청
- (피해자) 화면확인 후 이체실행
- (은행) 변조데이터 이체처리
그림 3. 신종 메모리해킹 흐름도

범행이체
계좌(B은행)

전화(02-****-5110)가 왔다. 범인은 피해자가 G마켓 판

안카드 난수 전체 30자리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파

매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물건을 판매한다면서 돈만 입

밍”
수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금융정

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신고

보를 이용해 현금을 불법이체하는 사고임.

를 받아 조사중이라고 했다. 범인은 수사협조를 요청하

건확인에 필요하다며 검찰청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① 은행 고객 양는 스마트폰으로“보안강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케 하였고 그날

SMS문자를 보고 클릭하였고 이후 보안강화 팝업창이

저녁에 40,322천원의 현금이 타행계좌로 부정이체되는

떠서 각종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는 바 이후 자신의 계좌

사고가 발생함.

에서 98,165천원이 다수의 타인계좌로 부정이체당한

② 사고유형 분석

사고임.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상대적

② 사고유형분석

으로 요구사항에 협조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검찰사이트 URL (www.spo-eeo.com)로 유도, 전자금

고 이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나 금융정

융거래에 필요한 금융정보일체 즉, 계좌비밀번호, 보안

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카드 난수, 계좌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개인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금융정보를 입력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현금을 불법

하게 하는 팝업창을 생성하여 이를 이용해 확보한 금융

이체하는 사고임.

정보를 통해서 불법이체하는 사고임.

5) 파밍사고사례 (사고유형 ⑥)

3. 폰뱅킹 부정이체사고

① 은행 고객 장는 2013년 8월31일 20:00경

1) 폰뱅킹 불법이체 사고사례(사고유형 ⑧)

계좌이체를 위해 네이버에 접속하여 보니“금융감독원

은행 고객 현은 폰뱅킹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인증서재발급”팝업창이 뜨면서 하단에 금융기관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폰뱅킹으로 총

기록되어 있어 신한은행을 클릭하였고, 신한은행사이트

2,400만원이 불법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함.

로 접속하여보니“보안강화”팝업창이 뜨면서 개인 및
금융정보를 입력한 결과 다음날 고객계좌에서 44,740

2) 사고유형 분석

천원이 불법이체된 사고임.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폰뱅킹을 통해 현금을

② 사고유형분석

이체하는 수법으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비밀번호가 동

범인이 해킹 등의 방법으로 미리 피해자의 PC에 악성코

일한 경우에는 해킹을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폰뱅

드를 유포해 놓은 뒤 포탈사이트(네이버 등) 호스팅 변조

킹을 통해 현금을 이체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

를 통해 피해자가 접속을 시도하면“보안강화”팝업창이

터넷뱅킹과 폰뱅킹 비밀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폰뱅킹

뜨면서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계좌비

관련 금융정보를 도청 등의 방법을 통해 탈취할 수 있는

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보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므로 이용자 본인이 정보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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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미싱 & 파밍사고사례 (사고유형 ⑦)

Risk & Insurance

면서 전화를 서초검찰청 검사 윤로 내선전환 후 사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차이로 볼 수 있다.

용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
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

Accident Review

3. 전자금융사고 최신판례와 경향

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라고 보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고

하는지

객들은 은행 등 금융사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거래지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전자금융사고

와 다른 처리나 금융거래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직 상당수가 지방법원 하

이를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

급심을 진행 중이거나 1심판결만 받은 상태로 판례로써

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보안카드번호

그러나 최근 전자금융거래사고와 관련하여 확정된 몇

35개 등을 모두 입력한 것은 제3자가 권한없이 자신의

건의 고등법원 이상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재판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부가 보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의 관점과 손해사정기준을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설ㆍ노출한 경우

정립해 보고자 한다.

에 해당되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기본약관에 따라 이용

②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

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책

사고사례

1.‘스미싱’&‘파밍’판례

임은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법 2013나9919 부당이득반환)
1) 기초사실

3) 판례분석 및 시사점

원고는 2012.9.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인터넷 개인

상기 판례는 기존 1심에서 ① 공인인증서 재발급행위는

정보 유출관련 보안을 위하여 보안승급요청’이라는 문

전자금융거래법상‘접근매체의 위조’
에 해당한다. ②

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비

원고가 피싱사이트에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번호 총 35개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전

을 입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2.9.13경 위

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보호취지에 맞지 않으며 원고의

와 같은 경로로 획득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모두 뒤집은 판결로

여 피고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공

써 원고(고객)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판결로 받아들

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총

여지고 있다. 즉, 상기 판례를 근거로 금융사는 고객(이

17,940천원을 불법이체하였다.

용자)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본인의 금융정보를 범

인에게 유출한 경우라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고, 전자
2) 법원의 판단

금융거래법상 면책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

① 공인인증서 재발급행위가‘위조’
에 해당하는지

게 되는 기준이 되는 판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형법상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

로 인한 고객과 금융사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

법원판결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서 ① 최근 전화금융사기가 빈
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었던

2. 보이스피싱판례(대법원 2013다86489 손해배상)

점, ② 원고는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1년 이상 인

1) 기초사실

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던 점, ③ 형사사건 조사

원고는 2012.3.30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과정에서‘001’
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아 순간 이상

보이스피싱전화에 속아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

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발급에 필수적인 계

호, 각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

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모두 알려준

력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이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중대한 과실’
에 해당하고 전

11,990천원을 불법이체하였다.

자금융거래법상 면책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용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금융사에서 제안하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수칙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①‘중대한 과실’
을 면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있는 판례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발급에 필수
적인 각종 금융정보를 모두 알려준 사실은‘제3자가 권

Risk & Insurance

2) 법원의 판단

4. 맺으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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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이용자의‘중대한 과실’
이 있는 경

필자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를 하면

우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전부 면책함에는

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자금융사기의 대

법리적 오해가 없다.

상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많다는 것

②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

이고, 이에 대한 대응 및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의무

다. 그만큼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불특정 다수의 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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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재발급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

융거래고객을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불

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순한 자들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고 날이 갈수록 그

오히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피고들이 이용자

수법은 지능적이고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적절

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원고는 인

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터넷뱅킹 서비스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아니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우리의 삶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데 방조한 것에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나 한편으로는 편리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책임은 없다 하겠다.

함이라는 혜택이면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두운 그림

한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
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
하였다

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전
3) 판례분석 및 시사점

자금융사고와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한 경우라

상기 판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의 기준

도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이를

Accident Review
사고사례

‘중대한 과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책임을 면

어려운 속성을 갖는 만큼 정책·감독당국이 제도 및 인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 즉, 고객의

프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정비·보완을 견인하되  다양

입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사고예방수칙을 철

한 보안솔루션이 개발·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있는 정보

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그런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

보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

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업자는 보안이슈가 기업의 차별화 및 경쟁 우위요소로

할 것이다.

작용할 수 있는 대외환경변화를 직시하고 지능화·전문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될수록 사고발생 가능성 및 피해규

화되어가는 공격자 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

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시스템자체의 안정성

성하는 한편, 업계 상호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문제에 기인한 장애사고는 관련산업의 자율 및 강제적

하는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규제에 따른 투자로 상당부분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

아울러 이용자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고 있는 반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악의적 주체가 금

보안을 생활화하는 등 인식 및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적 이익을 위하여 지능적으로 일으키는 전자금융사고

전자금융거래가 그동안 눈부신 양적성장을 거듭해왔다

는 이제 매우 흔한 범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

면 최근의 잇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전자금융거래의

이 아니다. 따라서 이같은 전자금융사고 위협에 효과적

질적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된다. 이러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개인의 노력이 병

한 과정을 정부·기업·개인의 일관된 노력을 통해 지혜

행될 필요가 있다.

롭게 극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성숙한

우선 보안은 경제주체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유지되기

전자금융환경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한 이용자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E-mail,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보안토큰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기
√ 보안카드는 복사 또는 스캔하지 말고, 오래된 보안카드는 재발급받고 가능한 OTP를 사용하기
√ 금융거래 ID,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ID, 비밀번호와 다르게 정하고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이용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가입하기
√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를 가급적 하지않기
√ 예금인출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사에 신고하고 출금정지를 요청하기

고객서비스 부서안내

화재보험부

대표전화 02–3702–6000
팩스
02–739–3754
E–Mail service@koreanre.co.kr

재물1과

재물2과

특수보험과

기술팀

원자력팀

•재물보험

•재물보험

•농작물보험
•휴대폰보험

•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

•원자력보험
Pool 운영관련
재보험업무

(특약재보험)

(임의재보험)

•재공제

해상보험부

해상1과

해상2과

해외임의수재과

해상책임과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선박보험

•해상보험 전반의
해외임의수재 업무

•해상배상책임보험
•재공제

특종보험부

특종과

해외수재과

일반배상책임과

전문직배상책임과

•신종종합보험
•상금보상보험
•날씨보험

•특종보험
전반의 해외
임의수재업무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특종신상품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정책성 보험연구
•e-biz 배상책임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금융기관종합보험

손사위험부

손사1과

손사2과

위험조사과

•재물보험 손해사정
•특종보험 손해사정

•선박보험 손해사정
•적하/운송보험 손해사정
•항공보험 손해사정

•재물보험 위험조사
•위험과 보험지 발간

기업신상품과

해외영업 Network
싱가폴지점

뉴욕사무소

런던사무소

두바이사무소

Tel : (65) 6227 - 6411
Fax : (65) 6227 - 2778
singapore@koreanre.co.kr

Tel : (1 - 212) 233 - 3252, 3
Fax : (1 - 212) 349 - 0210
newyork@koreanre.co.kr

Tel : (44 - 20) 7265 - 0031/ 2
Fax : (44 - 20) 7481 - 8412
london@koreanre.co.kr

Tel : (971 - 4) 329 - 0898
Fax : (971 - 4) 331 - 2177
dubai@koreanre.co.kr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홍콩현지법인

Tel : (81 - 3) 3201 - 1673
Fax : (81 - 3) 3215 - 5585
tokyo@koreanre.co.kr

Tel : (86-10) 6590-6276, 6277
Fax : (86 - 10) 6590 - 6278
beijing@koreanre.co.kr

Tel : (852) 2877 - 3117, 3127
Fax : (852) 2877 - 2019
hk@koreanre.co.kr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