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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사이토 히토리씨에게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두 가지 이
유에서였다. 하나는 그의 학력이 겨우 중졸이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장기불황에 허덕일 때 그는 호황을 누리며 1993년
부터 11년 동안 개인납세랭킹 10위권을 벗어나지 않고 2003년과 2004
년에는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냈다는 사실이다.
사이토 히토리씨는 긴자銀座 마루칸漢의 창업자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하면 중졸로 일본 제일의 갑부가 될 수 있는가를 물었고, 그는 책
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다.“나는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어느 정
도 장사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돈을 버는 재능은 없었다. 그런데 일본
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업가가 되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천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천명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
과 나눈 약속으로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웃는 얼굴과 남에게
애정어린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저절로 운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나는 운이 좋다’
고 수없이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운이란 노력없이 대가만 바라는 사행심이나 요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
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용은 7부로 구성되어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운의 파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테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에는

1. 웃음은 내 성공의 밑천이다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 뒤에“하지만 난 운이 좋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뭐가

2.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회복하라

끝에‘운이 좋다’
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이런, 오늘은 아침부터
운이 좋으냐구요? 그런 것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

3.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비결

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_ 51쪽

4. 때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돈을 모으고 싶다면 운을 끌어 올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

5. 운이 좋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운이 좋다
6. 최강의 성공법칙
7.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보면 자연스레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고, 또 모레가 옵니다.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아갑니다. 아무리 싫다고 해
도 우리는 내일로‘운반되어’갑니다. 바로 운運인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운은 있는 겁니다. _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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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의 WET RISKS
EXCLUSIONS ＆ WARRANTIES

1. Wet risks

해상을 횡단하는 교량, 취배수설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기의 구조물과 관련된 공사는 보험자에게 Wet

건설공사보험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은

risks로 정의1)된다.

건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로 공사물건에 발생
2. Wet risks

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Third party

강, 호수, 해수에 직접적으로 접하여 파(Wave)의 영향

liability) 및 사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예정이익

을 받거나, 또는 지하수위 내 또는 하부에 위치하여 수

상실(Advanced Loss of Profit)을 보상하는 전 위험담보

위변동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 또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All Risks Insurance) 보험이다.

Marine risks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된다.

전 위험담보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공사에 대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구조물 이외에도 해안이나 호안

하여 특유의 면책(Exclusion)조항이 존재하게 되는데 해

의 매립, 준설, 수중터널, 하천횡단 교량, 댐(코퍼댐), 수

안이나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Wet Risks

로 및 각종 하천공사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Exclusion and Warranties’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2. Wet risks의 잠재위험
1. 자연재해

1. Marine risks

건설공사는 대부분 외부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시공이

해수에 직접적으로 접하여 파(Wave)의 영향을 받는 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진, 홍수, 태풍, 강우, 홍수, 범람

조물 또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항만, 방파제, 접안시설,

등의 자연재해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그림 1. Wet risk 대표적 예 : Port
1)	  Construction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London p.51

04
05
2014 No.4 Vol.115

1. Wet risks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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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Property damage),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고, 이를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성품의 건설재료와 같은 균일한
재료특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를 설계 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3. 배상책임
Wet risks 공사는 현장의 입지조건에 따라 인근을 통행
하는 선박과의 충돌문제, 조업하는 어민들과의 어업보
상권에 따른 배상책임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토석
류 시공으로 인한 시공잔해물과 오탁수 확산에 의한 환
그림 2. 강한 파도로 인한 사고

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Wet risks 공사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강풍과 파도를 동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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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 기타위험

또한 Wet risks는 공사의 특성상 자연적인 유수의 흐름

Wet risks 공사는 건축공사와는 달리 인화성, 가연성 물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사고의 구분이 중요

질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사고발생의 위험성은

하기 때문에‘Normal action of Sea/River’
라는 정의

상대적으로 낮으나 토취장에서 화약류가 사용될 수 있

를 내려 통상적이지 않은 해류나 하천흐름으로 인한 사

으므로 폭발 및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만을 담보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Wet risks 추가약

또한 건설과정에서 희소성 있는 대형의 건설장비가 동

관(Special endorsement)’
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원되므로 장비들의 사고발생시 2차적인 사고와 공기지
연으로 인한 재무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2. 시공, 설계결함
Wet risks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공이 시공자의 육안으
로 확인이 불가능한 수중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공사 중에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시공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
여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항만공사의 경우 인간의 경제적인 목적달성을 위
하여 자연력에 저항하는 구조물을 건설하기 때문에 구
조물은 대형화되어 있으나, 끊임없이 유동하는 파도나
물의 흐름에 저항하여 이를 정확히 시공해야 하므로 다
른 종류의 공사에 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요 건설재료가 자연상태의 토석류인 경우가 많

그림 3.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케이슨 시공

2.뮌헨재보험 Wet risks
추가약관(Special endorsement)
Wet risks를 담보하는 건설공사(조립공사 포함)를 인

(시공할증2))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는 보험자가 담

보하는 사고의 영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해양 및 하천작용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
며 이는 후술되는‘추가약관 2. 정의’
에서 다시 설명한다.

수하는 보험자는 다양한 손인(Peril) 및 보험담보 성립여
부를 고려하여 면책(Exclusion)과 약속담보(Warranty)조

3. Loss or damage to more than 200m of uncom-

항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뮌헨재보험의 면

pleted or unprotected seawall, quay or other

책 및 약속담보조항은 아래와 같다.

marine structure (방조제, 안벽 등 이와 유사한 해양구조물
의 미완성 또는 미보호된 부분에서 발생된 사고 중 200m를 초과

1. Loss or damage to berth, wharves, jetties and

상기 면책조항은 사고당 일정구간 이상의 보상을 제한

the likes caused by their subsidence or singking (부

함으로써 시공자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유도

두, 방파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자연적인 침강 또는 침하하

하는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Warranty concerning

여 발생한 손해)

sections)과 유사한 보험조건이다.

하천이나 해안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연약한

방조제나 안벽 등의 해양구조물은 파도에 의한 에너지가

지반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밀한 지반조사를

주요 외력으로 작용하는 구조물로, 시공단계에서는 공

수행하여 적절한 구조물 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지반

사진행상태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개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중에 상기 구조물이 자

근원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사석식 구조물의 경우는 피

연적으로 침강 또는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복석 또는 피복구조물의 시공이 지연되는 경우이고, 케

설계시에 감안한 의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한 침하이거

이슨(Caisson)식 구조물의 경우에는 속채움과 상부 덮개

나 또는 예측 가능한 사업상 고유위험 (Entrepreneurial

콘크리트 시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risk)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

따라서 일정구간(Section limit) 이상의 손해는 면책을 함

험자가 담보할 수 없는 면책의 영역이다.

으로써 시공자의 위험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예상하

그러나 침강 또는 침하가 급격 (Sudden) 하고 우연
(Unfore-seen)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하

여야 한다.

2. Normal action of the sea and/or river (통상적인
해수 및 하천활동)

Wet risks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는 유동성을 가지는 해
양 및 하천의 자연작용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시공손실
그림 4. 피복재 (Tetra pods) 시공
2)	  통상적인 시공으로 인한 할증분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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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

Risk & Insurance

1. 면책조항(Exclusion)

지 못한 사고로 인한 일정부분의 보험담보를 제한하는

6. Lost or damaged fill material (충진물, 속채움재(뒤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채움재)의 손해)

제체 구조물의 시공단계에서 시공되는 속채움재(뒤채움
4. Loss damage or liability due to soil erosion (토양

재)의 손실의 경우도 유동성 있는 해양 및 하천작용의 연

침식으로 인한 손해 또는 배상책임)

속적인 영향을 받는 시공손실에 해당되어 면책된다.

토양침식이란 유수 등의 침식인자에 의해 토사가 분리
(Detachment)되고, 유송 (Transportation)되는 자연적인

7. Replacing or rectifying piles or retaining wall

현상으로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라 할 수 없기 때문

elements (파일 또는 옹벽요소의 교체 또는 수정)

에 면책되어진다.

(1) Which have become misplaced or misaligned or
jammed during their construction(공사중에 잘못된

5. Dredging or re-dredging, over dredging or loss

곳에 설치하거나, 정렬을 잘 못하였거나, 또는 움직일 수

or damage resulting there from (준설, 재준설 및 과다

없게 된 경우)

준설과 이로 인한 손해)

(2) Which are lost or abandoned or damaged

Focus

호안이나 항만공사의 경우 선박운항을 위한 적정수심을

during driving or extraction(항타 또는 항발작업 중에

확보하거나 수중구조물의 기초바닥을 형성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상 또는 유기)

수면 아래에 있는 토사나 암석을 파서 다른 장소에 버리

(3) Which have become obstructed by jammed or

초점

는 준설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damaged piling equipment of casings(케이싱 또는

준설공사는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해수

항타 / 항발기계를 움직일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유수의 흐름에 의하여 연속적인 변화가 이루어 지
게 되므로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영역에 해당되지

상기의 면책조항들은‘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

않고 사업상 고유위험인 시공손실에 해당되며, 이는 공

가약관(Special conditions concerning piling foundation

사 도급금액에 반영되어야 할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의

and retaining wall works)’
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

비용에 해당된다.

로 상기의 손해들은 보험적 사고가 아니라 시공손실로
시공자재에 할증되어 있고 우연성이 결여된 사업상 고
유위험에 해당되므로 건설공사보험에서 면책으로 한다.
상기 조항에서 옹벽요소라 함은 항만구조물 중 옹벽과
동일한 외력(흙의 측압)에 저항하는 구조거동을 하는 안
벽구조물에도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8. Rectifying disconnected or de-clutched sheet

piles (쉬트파일(Sheet pile)이 끊어지거나 이음상태가 불량하여
그림 5. 잔교시공을 위한 파일링

수정하는 비용)

쉬트파일은 표준규격을 가지는 자재를 연결하여 시공하
게 되므로 상기의 사고는 보험담보의 영역이 아니라 공
법특성상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시공할증에 해당됨으로
면책한다. 또한 동 면책조항은‘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에 포함된 동일한 내용이다

9. Rectifying any leakage or infiltration of mate-

rial of any kind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새어나가거나 침투
해 들어온 상태를 수정하는 비용)

Wet risks 건설공사의 특성상 유동성있는 해수 또는 하
천수의 자연적인 영향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면책하

함된 동일한 내용이다.

그림 6. 쉬트파일 시공

11. For reinstating profiles or dimensions (외관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수정하는 비용)

failed to pass a load bearing test or otherwise

구조물의 외관이나 크기가 맞지 않는 것은 보험에서 담

not having reached their designed load bearing

보하는 사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토석류를 이

capacity(파일 또는 기초가 재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설계

용하여 구조물을 생성하는 Wet risks 건설공사의 경우

재하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

물의 흐름에 따라 토립자의 유동이 발생하고 자체 무게

파일 및 기초공사는 한정된 사전지반조사를 토대로 설

로 인한 압밀침하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보이는 외관

계하고 현장에서 재하시험을 실시한 후에 이를 토대로

이나 크기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공

본격적인 시공을 실시하는 특성이 있다.

사의 특성상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면책에 해당된다.

재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안전한 기초구조물을

또한 동 면책조항은‘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

만들기 위한 시험적 성격으로 이는 이미 도급금액에 반

약관’
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영되어야 할 부분이며 설계재하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의 발생은 사고라기보다는 공사의 특성상 내재되어

12. Any floating and other equipment such as

있는 사업상 고유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caissons, barges and the like and liabilities there

Wet risks를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수면 아래 또는

from (케이슨, 바지선 또는 이와 유사한 물에 띄워서 사용하는

연약한 지반상에 구조물이 시공되어지므로 상기와 같은

장비에 발생한 손해와 이로 인한 배상책임 )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며, 동 면책조

케이슨이나 바지선과 같이 순수한 해상위험에 속하는

항은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에 포함된

물건은 건설공사보험이 아닌 해상보험에서 부보되어야

내용과 동일하다.

할 분야이므로 면책이 된다.

08
09
2014 No.4 Vol.115

10. As a result of piles or foundation elements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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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에포

13. Any mobilization/demobilization and/or

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other costs which arise for stand-by/waiting on

보험자의 책임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한정되므로

weather of offshore construction equipment (기상

통상적인 해수활동(Normal action of sea)에 대한 정의

악화현상으로 인한 외항의 건설장비들을 피난시키거나 복귀시키

가 매우 중요하며 설계시에 감안되는 재현주기를 고려

는데 투입되는 비용)

하여 보퍼트 풍력계급 (Beaufort Scale)이 8이하이거나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공

재현주기 20년 이하의 조수간만, 조류, 파도는 통상적

사일정의 변동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며, 이는

인 해수활동으로 정의하여 이로 인한 사고는 면책된다.

사업상 고유위험이며 피보험자의 손해예방의무 중에
하나이다.

표 1. Beaufort scale
m/s
0 - 0.2

14. Loss or damage to pulling wires, anchors,

chains and buoys (와이어, 닻, 체인, 부표의 손해)
상기에 언급되는 공사용 자재는 시공 시 자연마모되는
소모성 재료들로서 보험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Focus

인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면책하게 된다.
15. Loss or damage due to vessel impact (선박충돌로

초점

인한 손해)

16. Marine liability (해상배상책임)

km/h

mph

Knots Force

0-1

0-1

0-1

0

0.3 - 1.5

1-5

1-3

1-3

1

1.6 - 3.3

0 - 11

4-7

4-6

2

3.4 - 5.4

12 - 19

8 - 12

7 - 10

3

5.5 - 7.9

20 - 28

13 - 18

11 - 15

4

8.0 - 10.7

29 - 38

19 - 24

16 - 21

5

10.8 - 13.8

39 - 49

25 - 31

22 - 27

6

13.9 - 17.1

50 - 61

32 - 38

28 - 33

7

17.2 - 20.7

62 - 74

39 - 46

34 - 40

8

20.8 - 24.4

75 - 88

47 - 54

41 - 47

9

24.5 - 29.4

89 - 102

55 - 63

48 - 55

10

28.5 - 32.6

103 - 117

64 - 72

56 - 63

11

32.7 -

118 -

73 -

64 -

12

재현주기는 예상빈도 즉 발생가능성 (확률)과 연관

2. 정의(Definition)

되어 있으며 이의 역수를 취하므로 재현주기 20년

1. Normal action of the sea means the state of

을 초과하는 해상상태가 1년 동안에 발생할 확률은

the sea, which manifests itself up to No. 8 on the

5% (=1 / 20)가 되며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95% (=1 -

Beaufort scale, or the state of the tides, current

0.05)가 된다. 따라서 2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확률

and wave action of the sea, which must be

은 0.9520 = 35.85%가 되므로 발생할 확률은 100 –

statistically expected to occur once during a 20

35.85 = 64.15% 가 된다.

year period, whichever is the more onerous (통상적

즉, 흔히 생각하기 쉬운 20년 동안에 한 번 발생할 확률

인 해수활동이란 공사현장부근 공해상의 풍속이 Beaufort Scale

5%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어진 기간 동안에 전혀

8 이하이거나 또는 조수간만, 조류, 파도가 통계적으로 20년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 번 발생하는 상태 이하로 해양상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에 주의하여야 한다.

Wet risks는 다른 건설공사에 비하여 자연재해 위험에

건설공사의 경우 장기간 공사가 지속되므로 재현주기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사고가 자연재해

와 공사기간에 관련한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ase 1

•공사기간 : 5년
•재현주기 : 20년
•공사기간 중 재현주기 20년을 초과하는 해상상태가
발생할 확률 : 1– (1–1 / 20) 5 = 22.6%

Case 2
•공사기간 : 10년
•재현주기 : 20년
•공사기간 중 재현주기 20년을 초과하는 해상상태가
발생할 확률 : 1–(1–1/20)10 = 40.1%

간략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공사의 시공기간

시간 이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Make navigation distance for public traffic to
work side minimum 200m(공사현장과 일반선박의 항로
와는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맺음말

이 길어질수록 재현주기를 높게 설정하여야 보험자가
예상하였던 위험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집단으로 결합(대수의 법
칙)함으로써 집단전체를 위한 손해예측이 가능하도록 하

는 과정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는 사회적 경제제

영미의 보험계약법에 따르면 약속담보란 일반적인 계약

도이고, 어떤 위험에 대해 보험담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사용될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에 의하여 반드시

이어야 한다. 즉,  
‘보험담보 가능한 위험(Insurable risk)’
- 확률이론에 입각하여 위험의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

즉, 약속담보의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그 약속담보

생장소가 불확실(Uncertain)하고 우연성(Accidental)이

의 위험에 대한 중요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이 있은 날

있어야 하며

부터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 위험을 수량에 의하여 평가(확률이론 및 대수의 법칙)할

이러한 약속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면책된

수 있어야 하고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위험의 노출정도가 보

- 보험시장(Insurance market)에서 적절한 기업에 의

험자가 평가한대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 인수될 수 있도록 다수의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건설공사는 동일한 공사가 존재하지 않는‘Prototype’

1. Receive daily weather updates from the

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Wet risks의 경우에

local meteorological office during the period of

는 그 고유의 성격으로 인해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

insurance and make continuous contact to the

는 사업상 고유위험 (Entrepreneurial risk)이 존재하기

local meteorological office within 12 hour notice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Wet risks 추가약관 (Special

of an imminent storm(보험기간동안 일일 기상정보를 기상

endorsement) ’
을 통해서 건설공사보험으로 담보하게

대로부터 수신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폭풍에 대하여 도래시점 12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IMIA-WGP 50 (07): Engineering Insurance Exposure related to Wet Risks
•건설공사보험의 이해, 박진우 저, 신아출판사
•현장실무를 위한 토목시공학, 남기천 외 5인,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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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져야 할 약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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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속담보조항(Warranty)

Special

국내 홍수위험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2/3)
장 대 원 전략기획실장
노아솔루션

홍수피해 주요 원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홍수위험관리현황

홍수피해는 하천범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형적인
외수피해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내수피해로 구분될 수

1. 도시홍수 사례분석
‘홍수’
  
의 사전적 의미는‘범람과 침수를 유발하는 다

며 제방월류 또는 제방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농경지 및

량의 물이동현상’
이며 실제 홍수, 돌발홍수, 침수 등 다

주거지피해가 전통적인 홍수피해유형이라면 급격한 도

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홍수는 도

시화,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 우수배제시설 설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홍수를 의미하며 발

치, 난개발 등으로 발생되는 도시침수피해는 기후변화

생과정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와 맞물려 최근 그 발생빈도가 높은 홍수피해유형이라

도시홍수의 가장 흔한 유형은 외수범람으로 장기간 많

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된 홍수를 유발하

은 강우에 의해 도시주변 하천이 월류하여 피해가 발생

는 외적요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피해가 집중되

하거나 단기간 집중호우에 의해 도심에 위치한 소하천

는 도시홍수피해의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저감하기

이 월류하여 발생한다. 다른 한 유형은 내수침수로 하수

위한 그간의 홍수대책과 최근 많이 검토되고 있는 구조

관망의 통수능 부족, 빗물펌프장 용량부족과 같은 1차

적 대책에서 비구조적·선택적 홍수방어라는 신 패러다

적 원인과 빗물받이의 막힘, 하수관 준설미비 등 2차적

임에 따른 홍수위험관리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Risk & Insurance

있다. 장마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수위가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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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침수 유형별 피해사진

표 1. 2000년 이후 발생된 주요 침수사례 피해내역 및 원인
시기

주요 피해내역

주요 침수원인

2001.7

서울시 관악구, 구로구 일대 침수 및 제방월류

국지성 집중호우 외수위 상승에 의한 배제불량

2002.8

경기도 부천 및 충주시 하천 범람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노면유출
미개수구간, 한강본류 배수위 영향

2002.9

강릉시 남대천 하류 침수, 감천공단 침수

도심지 내수배제 불량
하천 직강화에 따른 하천월류 피해

2003.9

부산 영동군 저지대 침수, 대구 침수
마산 해일 침수

해일에 의한 해안가 저지대 가옥침수
하수관거 배수불량
해일에 의한 저지대, 지하공간침수

2003.10

충남 태안군, 서천군 침수

해수역류에 의한 저지대 가옥침수

2009.7

부산시 센텀시티 주변 침수 및 송정해수욕장 주택침수

단시간 집중호우 및 강우지속시간 증가
배수펌프장 용량부족

2010.9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일대 침수

국지성 집중호우

2011.7

서울 도림천 범람 및 올림픽대로 침수, 경안천 범람,
대치동 침수

국지성 호우, 도로 빗물받이 등 유지관리문제

Special
특집

또한 2003년 태풍‘매미’
와 같이 해일로 인한 도시침수

표 1.은 도시지역 저지대에서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피해도 도시홍수의 일반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

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천수위 상승으로 인해 내수배제불량과 하수관 통수능

주요침수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급격한 노면유출로 인

부족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와 펌프장 이상작동

한 피해와, 외수위 상승에 의한 복합적 피해, 해안지역의

및 운영실패로 인한 침수, 그리고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

경우 해수위상승 및 해일에 의한 저지대 침수, 시설용량

한 반지하주택 침수, 대규모 공공시설의 침수, 지하차도

부족, 유지관리 운영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었

의 침수도 도시화에 따른 도시침수유형의 다양화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수해안전대책자료(2013)에서

여주고 있다.

는 서울의 80년대 침수피해는 낮은 제방고와 하천 미개

그림 1.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외수로 인한 도시

수에 의한 하천범람이 주 피해원이었고, 90년대에는 도

홍수, 내수로 인한 도시홍수, 도심지 하천시설물 피해,

심지 빗물을 배제하지 못하는 내수배제불량이 주 피해원

도시하천변 도로피해의 사례이다.

인이었고, 최근에는 하천범람과 내수배제불량이 복합적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홍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으로 발생되는 형태로 피해원인을 분석하였다. 표 1.에

진행되어 왔다. 주로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서 2001년의 경우 도림천과 목감천의 월류피해와 외수

기술 및 대응기술을 연구하였다. 국토교통부‘도시홍수

위 상승에 의한 배제불량으로 도심지 저지대 침수가 발

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연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생하였고, 2011년 도림천 범람과 그 일대 도심지 침수는

2000년~2003년까지 도시침수의 주요사례를 정리하여

이러한 분석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관련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이를 최근까지 추가

2010년~11년 연속적으로 서울에서 발생된 대규모 재

보완하며 대표적인 침수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피해는 도심지에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유

'11년 올림픽대로 침수(연합뉴스)

'11년 사당역 침수(시사IN)

'11년 대치동 침수(뉴시스)

그림 2. 서울시 2010~2011년 주요지역 침수사진

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지하공간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에 발생되지 않은 유형의 재해도 나타났고, 관악구의 경

지하철, 대규모 지하상하, 지하차도 등 다중이용시설의

우 한 시간 강우량이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

도시홍수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대치동에서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1, 2.에서와 같이 주요 침수원인은 대부분 국지성 집

특히 강남역, 사당역, 대치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중호우라는 기상학적 요인도 있으나 하수관거 배수용량

다중이용시설이 침수되어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

부족, 배수펌프장 용량부족, 도시화에 따른 유출수 증

표 2. 서울시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지하공간 유형

발생일시

주요 침수지역

주요 침수원인

지하철

1998~2003

1호선 청량리역, 종로5가역 등
2호선 선릉역, 신당역 등
3호선 대치역, 종로3가역 등
7호선 태릉입구역(1998)
3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2001)

지하상가

2001~2002

광화문, 시청, 서소문 일대
센트럴시티 주차장 등
강서구 경인유통상가

집중호우
하수관거 통수능 부족

지하공동구/지하변전소

2001

서소문변전소, 신길변전소 등

장비반입구 등을 통한 유수유입

지하도/지하차도

1999~2011

상암지하차도, 월계지하차도 등

집중호우 및 펌프용량 부족

집중호우 및 하천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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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2011년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과거

Risk & Insurance

'10년 광화문 침수(조선일보)

하천범람으로 인한 하천변 침수

외수범람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불량 저지대 침수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침수
도로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반지하 등 지하공간 침수

도시홍수

내수침수

하수관 역류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펌프장운영, 빗물받이/하수관 준설불량에 의한 침수
배수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내수침수

해안침수

해수위 상승에 인한 저지대 배수불량 침수
해일에 의한 해안가 저지대 침수

Special

저수지붕괴

상류 저수지붕괴로 인한 저지대 도심지 침수

그림 3. 도시홍수의 유형별 침수양상 정리

특집

가 및 도달시간증가,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불
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2. 도시홍수의 원인

원인이 모두 유사한 홍수발생프로세스에 의하지 않고

도시홍수의 발생요인은 하나의 원인으로 규명하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반응하는 것이 도시홍수

는 어려우나 그림 4.와 같이 시설적인 부분, 기상적인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초래한다(그림 3).

부분, 도시개발에 따른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6가지 정

그림 3.에서와 같이 도시홍수의 양상은 도시의 생성시

도로 제시할 수 있다.

기에 따라 구도심과 신도심의 발생양상이 상이하고, 하
국지성
집중호우

천을 끼고 발달된 도시, 연안에 발달된 도시, 하천이 없
는 도시 등 지형·지리적 특성에 따라 그 양상도 상이하
다. 또한 도심이 평지에 발달하였는지, 산지 아래에 형

지하공간
활용증대

도시홍수

성되었는지, 개발부지의 부족으로 지하공간활용이 많은
지, 많지 않은지 등 도시홍수의 피해유형은 복잡하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홍수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
고 이를 차단 또는 저감하는 방안으로 위험관리를 접근
해야 한다.

불투수율
증가

방재시설
용량부족

하천변
저지대개발
인구 및
산업집중화

그림 4. 도시홍수의 주요 요인

주요원인이다. 2001년 7월 서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그림 7). 이는 도시에 내린 강우가

이후 언론에서‘게릴라성 호우’
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

빗물받이에 유입되어 하수관거를 통해 펌프장 및 하천으

며, 실제로 1961년 이후 서울의 강우자료 경향성을 분

로 배제되어야 하는데 하수관거를 설계했던 당시보다 불

석한 결과에서도 24시간, 1시간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투수율이 증가하여 하수관거, 유수지, 빗물펌프장이 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방방재청, 2009년 재해경감대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한 강

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

우가 도로노면을 마치 하천처럼 흘러서 저지대에 순간적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시간당 최고 강우량 순위에서

으로 침수를 일으키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2 순위에 해당되는 강우가 2008년 8월(106mm/hr),

하천변 저지대 개발증가는 도심지에서 발생된 유출수의

2009년 7월(90mm/hr) 기록되는 등 집중호우가 증가하

처리를 어렵게 하고 이와 함께 도시하천의 범람에 따른

고 있으며 금년에 발생된 호우도 500년 빈도수준으로

위험도를 키워 저지대침수를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대 집중호우순위를 변동시킬 만큼 국지성 호우가 도

는 배산임수를 좋은 입지여건으로 보았고, 농업중심의

심지에 집중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1)

산업에 기인하여 물과 가까운 부근에 도시가 형성되었

도시의 개발에 따른 불투수율의 상승은 동일 강우량에

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등 물의 순도가 100%에 가까

대한 도시의 안정성을 하락시키며, 실제로 다양한 실험

운 정밀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및 분석을 통해 불투수율 면적증가에 따른 유출량의 변

하천변 도시·산업단지형성이라는 홍수에 노출되기 쉬

화가 자연상태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심으로 변하게 되며

운 입지조건이 도시홍수의 지정학적 원인이라고 할 수

유출율이 10%에서 55%로 약 5.5배 증가한다(그림 6).

있다.

따라서 도시에 내린 빗물이 펌프장 및 하천으로 배제되

하천변 저지대 도시는 도시유역의 유출수를 하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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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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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속시간 1시간, 24시간 최고강우량 경향성 분석결과, 소방방재청(2009)

1) 1편에서 기후변화 패턴분석 및 강우량 증가양상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음.

199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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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달되는 시간이 매우 빨라져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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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상학적인 부분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가

증발산(40%)

증발산(38%)

유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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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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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지역 비율(10%~20%)

자연상태의 피복
증발산(35%)

증발산(30%)

얇은 침투

얇은 침투

Special

(20%)

(10%)

깊은 침투

깊은 침투

(15%)

(5%)

불투수지역 비율(35%~50%)

불투수지역 비율(75%~100%)

특집

그림 6.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유출량 증가, 장대원(2010)

개발 전
개발 후

하천 유출비율 

도시유역 개발(전)

보다 높고
빠른 첨두

도시유역 개발(후)

집중호우

작은 호우
유출량의 증가
보다 낮고 느린 첨두

큰 중간유출

점진적인 하강

시간 

그림 7.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양상의 변화, Schueler(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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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주변의 지반고 비교
안양천유역 종합치수계획에서
하천별 계획홍수위와 주변
도시 지반고 비교

(대부분 안양천변 도심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지반고임)

그림 8. 하천수위보다 저지대에 개발된 우리나라 도시특성(안성천 중심)

다. 배수갑문이나 통문 등 별도시설 없이 하천에 바로

험제도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재산손실

연결된 경우에는 하천수위 상승에 의한 저지대 침수 등

이 피해금액으로 반영되면 그 증가폭은 급격하게 확대

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많은 방재시설비의 투입, 운영

될 가능성이 있다.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원천적인 도시홍수관리문제를

지하공간의 활용증대는 도시의 제한적인 면적에서 필

지닐 수밖에 없다.

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하상가, 지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화는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 급증

철, 지하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증가와 함께 집중강

의 원인이 되며 이는 침수면적과 재산피해양상 분석을

우 또는 많지 않은 강우량에서도 방재시설운영 등의 문

통해 쉽게 도출된다. 1960년대 도시인구현황과 2000

제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10

년대 대도심 인구집중도를 비교하여도 도시화율과 산업

년 서울의 침수형태처럼 노면침수로 끝날 수 있는 상황

화에 따른 집중이 도시홍수의 피해증가의 주요 원인임

에서도 반지하주택의 침수가 대부분을 차지한 원인을

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인 치수분야

면밀히 검토하여 하수도 역류, 노면유출수의 지하주거

투자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한

공간 유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도

결과에서도 침수면적 감소추세에 비해 홍수피해규모가

시침수원인은 법적인 규제와 침수방지턱설치, 차수판설

증가하는 것은 하천변 도시화 등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

치, 역지변설치 등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일정효과를

중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수자원 장기종합

얻을 수 있지만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홍수억제대책

계획보고서에서도 그림 9.와 같이 침수면적당 재산피해

과 반지하주택의 치수방지대책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더 확인이 가능하다.

전까지는 도시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서울시 대규모 도시침수 이후부

방재시설의 용량부족은 도시에서 발생된 강우를 처리하

터 재해연보에 도시지역의 침수세대에 피해금액 산정

는데 있어서 강우량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

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면적당 재산피해는 더 증가추세

나 강우량의 증가, 빠른 도시화, 내수배제체계의 복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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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미국처럼 국가가 홍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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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류하기 어려우며 펌프를 통한 강제배수를 해야 한

표 3. 시기별 침수면적당 피해현황, 국토교통부(2004)
인명피해

기 간

(명)

재산피해
(억원)

침수면적
(ha)

침수면적당
재산피해
(백만원/ha)

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수립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이는 일부 시범적으로만 적용하는 한시적 홍수
대책이나 하천과 내배수가 연계되어 피해가 발생됨에도

1916~1969

267

718

91,874

0.8

이를 따로 관리하는 제도적 미흡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0~1989

308

3,018

90,428

3.3

도시홍수의 제도적인 부분과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1990~2003

138

13,514

56,502

23.9

점은 외수와 내수의 대책수립이 연계성이 없고, 구조적

700

150

역에서는 토지 및 기존 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시설부지

600

침수위면적(1000ha)

침수면적당
재산피해

400

50

300

0

200

Special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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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침수면적당 재산피해 증가 추세(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5)

선정 등 어려움이 있어서 제한적인 홍수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기존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부족 및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대책미흡 등도 주요한 도시홍수피해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부분에서는 방재개념
의 도입이 미흡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되고 있
는데 현 도시의 집중호우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녹지화,
적정 토지배치 등 방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집

로 인해 시설의 용량을 분석하는 시기에 따라 용량부족
과 적정용량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무한대적
인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거를 확장하고 펌프장을 증

3. 홍수위험관리 현황

설, 또는 신설하는 것은 기존 도시의 교통 및 주거기능

도시홍수사례 및 도시홍수원인 정리를 통해 침수발

을 저하시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생원인과 침수유형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홍수위험관

에 최근에는 저영향개발기법 (LID)을 적용한 도시계획,

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 홍수위험관리

빗물저류조 등 지하공간을 이용한 방재시설 부족용량

계획수립을 위해 국내외 홍수위험관리현황을 간단히 정

확보 등의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많

리하였다.

지 않아 제한된 예산 내에서 중요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의 도시홍수 위험관리는 도시유출모형을 이용

시설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서 침수해석 모의를 수행,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을 추

이러한 도시침수 피해원인은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

출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거확장, 펌프장신설

로 발생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현 도시홍수

등 구조적 대책을 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의 시스템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도시침

을 위해성 (Hazard) 분석이라고 한다. 외국도 도시유출

수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고 관리

모형 개발과 침수해석을 통한 위해성 분석을 하다가 최

주체와 계획수립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관련계획을 면밀

근에는 위해성 (Hazard), 취약성 (Vulnerability), 노출성

구분

캐나다

일본

프로젝트명

Hazard, Risk and Vulnerability
Analysis, HRVA

중국

Flood Vulnerability Index System, Flood Risk Assessment System
FVI

사례

내용

•	위해성, 추약성, 의사관계자간
•	특정 치수단위구역의 홍수에 대한 잠 •홍수대응방안 설정
상호관계 분석으로 홍수에 대응
재적인 홍수피해의 취약정도를 표시 •토지이용 등 장기적 사회·경제적
•	취약성평가 및 복합재해유형 등 분석 •치수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특징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
•위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요시설
물 인프라시설과 지형경사, 극한
기상현상 등 복합재해를 고려

미국

프로젝트명

Risk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RVAT

•지역별 홍수위험성을 위험성과
취약성으로 구분
•지역적 홍수위험도 산정

유럽
The 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 EPSON

APFM(Associated Programme on
Flood Management)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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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식에서 지역에 따른 요소별
가중치 부여
•전세계 적용가능(장점)

20
21

사례

•	유럽전역의 재해위험도 평가

특징

•	중요시설물·환경·사회적·경제적 •지표별 가중치 매년 재산정
•홍수위해성 분석, 홍수에 대한 사회
취약성 분석과 재해저감노력 부분 •홍수외해성과 취약성 평가지수를
적 취약성 분석, 경제적 분석, 환경
(총 6개)으로 평가
구분하고 매트릭스개념을 도입하여 적 분석, 시설물에 대한 분석을
•각 항목별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
수행하여 이를 통합하는 도시홍수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
하여 그 결과를 Map으로 제공
위험관리 Tool 개발

•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구분
•	위약성에는 GDP, 교육수준,
재해의존 인구비율 등을 고려

•WMO와 GWP 공동수행
※GWP : Global Water
Partnership

그림 10. 국외 홍수위험관리 적용사례

(Exposure) 등을 이용한 위험관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기존의 홍수위험관리기법으로 위

즉, 도시에서의 구조적 대책의 한계와 지속적인 예산투

해성만을 감소시키면 위험(Risk)의 감소가 작으나 취약

입에도 감소되지 않는 피해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해

성과 노출성을 분석하여 이를 같이 저감시키면 위험감소

성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지역의 홍수에 대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는 부분이다. 특히 위해성을 단순

한 취약성과 노출성을 저감시키는 위험관리방안이 새롭

히 줄이기 위한 구조적 시설대책은 많은 예산과 기간을

게 평가되고 있다(그림 10).

소요하고 도시특성상 대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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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에서 진행
•	지역별 재해위해성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 내외수 평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 전날 술을 마신사

Hazards

람과 마시지 않은 사람, 술의 양 등 여러여건에 따라 펀
치에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부분을 취약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펀치에 얼마
나 자주, 빈번하게 노출되는가를 노출성이라고 한다.

Risk

즉 홍수가 발생하는 1차원인인 강수량과 피해발생결과
인 과거 침수지역, 피해규모 등은 위해성으로 분류할 수

Exposure

Vulnerability

있으며 도시화율, 방재시설의 부재, 토지이용형태 등은
취약성으로, 하천과의 거리, 하천변 저지대 면적 등은

Flood risk mitigation measures

노출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요소는 모든 도

그림 11. 새로운 홍수위험관리개념

시마다 상이하므로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대책

Special
특집

약성과 노출성은 제도적인 운영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홍수를 저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서 저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된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많이 검토되었으며 위험

그림 12.는 홍수위험관리를 설명한 그림인데 이를 권투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수를 개발하

시합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권투선수인 마이크

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표 4).

타이슨이 자기펀치력의 20% 수준으로 사람을 가격하면

각 연구에서 제시되는 인자들을 살펴보면 하천범람중심

건장한 성인은 펀치를 맞고 아픔을 느끼지만 치명적인

의 위험관리지수, 도시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지수로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 동일한 펀치

구분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부분의 취약성을 고려

가 가해진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해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능력 등 홍수방어능력이 고려되

그러한 펀치를 자주 겪게 된다면 건장한 성인도 몸에 무

는 부분은 매우 유사하며, 특히 위해성과 취약성·노출

리가 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타이슨의 펀치는 위해성이

성과 같은 인벤토리분류를 통해 지역의 현상을 평가/분

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인지 아이인지 또는 성인이더라도

석하는 부분은 최근 외국의 위험관리방향과 비슷하다고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노출성(Exposure)

•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상태나 규모

•	홍수위험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로
재해의 강점과 약점으로 설명

•	홍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	자연현상의 외력으로 표현

•	사회경제적,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표현

• 재해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은 가능하나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설명

•	재해에 대한 지역의 강점과 약점으
로 설명

•	하천 및 해안과의 거리, 피해발생빈
도 등으로 설명

그림 12. 위험관리의 3요소인 위해성, 취약성, 노출성 설명

표 4.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국내 연구기관 연구현황, 소방방재청(2011)
연구단/연구기관

연구내용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홍수피해잠재능(PFD)
지수분석

(2001)

도시홍수
재해관리기술사업단
(2005)

중소규모와 대규모
유역 구분하여 홍수
잠재위험도 산정

항목

구 성 요 소

잠재성

인구, 재산, 도시화율, 사회기반시설

위험성

홍수피해액, 확률강우량, 하천개수율, 홍수조절용량,
내수처리능력

위해성

홍수사상이나 홍수사상의 발생확률

노출성

지역별 공시지가, 인구

취약성

지역낙후도 지수, 외수 및 내수방어능력, 댐 및 저수지

과거 침수실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의 차이

외수위해성

계획홍수위, 여유고, 제방고의 관계

내수위해성

지하철역사 주변침수이력 유무

자연적 요인

연강우량, 하천밀도

사회적요인

인구밀도, 생산액, 불투수면적

정책적 요인

관리자수, 재정자립도, 제방연장

시설적 요인

물적피해, 홍수조절능력 부족

홍수재해에 대한
서울시 지역안전도
평가모형개발

위해성

시간당 강우량, 불투수비율, 저지대, 홍수피해액, 침수흔
적도, 인구밀도, 자산밀도,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연장)

저감성

제방개수율, 하수도용량, 배수펌프용량, 저감·대비·대응
·복구계획

이상홍수 취약성
평가를 위한 취약성
지수개발 및
시스템구축

위해성

홍수위험지역, 홍수피해규모지도, 유출계수, 유역경사도,
홍수예상지역

취약성

공시지가, 인구밀도, 재정지수, 재해취약자, 제방정비율

노출성

극한 강우사상빈도, 극한 강우변동지수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성격에서 진행되고

활발히 적용되는 홍수위험관리기법 또는 지수 및 이론을

있을뿐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투입과 적

기술하였다.

정 방재대책의 수립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기사에서 정리된 내용은 홍수위험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중심의 단편적인 설명이지만 이는 다음호의‘도
시홍수위험관리의 실사례인 동경도 대책과 보험산업’
에

4. 소결

서 위험관리측면에서 풍수해위험을 어떻게 헤지(Hedge)
할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

이번호에서는 도시홍수사례 및 원인분석을 통해 도

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이

시홍수에 대한 피해양상을 설명하였다. 이는 도시홍수

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기법을 적용하여‘방

발생과정이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고 복잡성을 띠고 있기

재(Protect Disaster)’
가 아닌‘감재(Reduce Disaster)’

에 도시홍수의 위험관리 및 평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

로  재난관리, 위험관리, 보험위험관리, 방재예산투자

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성을 지닌 도시홍수에 대한 적

등 선택과 집중의 위험대응방안이 중요한 시험으로 인식

정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최근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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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피해지표개발

지형

과거 침수이력 여부

Risk & Insurance

국토연구원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침수위험
평가

Research & Analysis (1)

(주)로맥스테크놀로지

풍력발전투자의 O＆M
리스크와 개선사례

1. 들어가며

본지에서는 풍력발전단지를 운영 및 관리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과 그 영향을 알아보고 실

풍력발전단지의 ROI는 90% 이상의 가동률(Availa-

제 유럽 풍력발전단지의 운영실태와 개선사례를 통하여

bility)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간의 유럽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한다.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가동률이 감소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동률의 감소는 풍력발전단지
의 심각한 수익률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산정된 ROI를
보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풍력발전단지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는지가 사업자의 투자수익을 좌우

2.	풍력발전단지 O&M(Operation
& Maintenance)의 주요 리스크
풍력발전단지 O&M (Operation & Maintenance)이란

하는 것이다.

은 부분들이 검토된다. 그러나 운영상 발생 가능한 리스

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경상정비에서부터 보다 세밀한

크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수 있

상태파악을 위한 정밀진단, 그리고 중·대고장 발생 시

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의 수리 또는 교체까지 안정적인 단지운영과 최대의 발

실이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리스크를

전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상

풍력발전단지의 안정적 운영은 이러한 모든 활동이 복

대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고 자연환경 및 기술적

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풍력발전기의 수명주기별 적

어려움과 같은 위험요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더

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Main bearings & shaft

1. Gearbox

3. Power train components

4. Pitch System
5. Yaw System

7. Rotor blades
9. Nacelle
10. Tower

6. Generator
8. Control and electronics

11. Foundation
그림 1. 풍력발전기의 주요 유지보수 대상

24
25
2014 No.4 Vol.115

풍력발전단지를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활동으로 정기적

Risk & Insurance

사업계획단계에서 풍력발전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많

운영기간별 중고장에 따른
O&M 비용증가

사후대응
유지보수

O&M 비용

중고장 보수

(Major Component Maintenance)
- O&M 예산의 약 75% 차지

예방적
유지보수

중고장 보수

풍력발전기제작사의
하자보증

(Major Component Maintenance)

정기 유지보수(Regular Scheduled Maintenance) -O&M 예산의 약 25% 이하

2내지 5

풍력발전기 운영년수

20년 이상

연구분석

풍력발전단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최대

중고장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경우, 해당부품을 조

요인으로는‘풍력발전기의 중고장(Major failure)’
이있

달해 오기까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의 시간

다. 이는 증속기 (Gearbox), 발전기 (Generator), 허브

이 소요되며 크레인, 선박 및 인력사용으로 인한 상당한

(Hub), 메인베어링(Main bearing) 및 블레이드(Blade)와

비용이 초래된다.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한 가동정지시간

같은 풍력발전기의 드라이브 트레인 및 주요 부분을 구

(Downtime)은 풍력발전단지의 발전수익과 직결되기 때

성하는 메인컴포넌트(Main component)의 고장이 발생

문에 중고장 발생 시 풍력발전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을 수밖에 없다.

[/MW/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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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고장이 O&M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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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풍력발전기 수명주기(Lifetime)에 따른 O&M 비용의 변화

그림 4. 운영년수 증가에 따른 이용율 감소추이의 해상과 육상 비교

	(출처 : Wind Energy Operation & Maintenance
Report, Wind Energy Update, February 2010)

	(출처 : The Performance of Wind Farms in the United
Kingdom and Denmark, 2012, Gordon Hughes,
Renewable Energy Foundation)

경과된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기계의 노후화 및 적절한

따라 가동률이 60% 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중고장이

다. 또한 그림 5.의 North Hoyle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는 가동률이 높게, 비교적 바람

실제로 풍력발전단지의 O&M 비용에서 정기 유지보수

이 적은 여름에는 가동률이 낮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

는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중고장 복구비용은

하고 실제 측정된 그래프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양상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장으로 인한 풍력발전단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동률의 변동은 풍력

지의 운영손실이 막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장에

발전단지의 ROI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

의한 풍력발전단지의 운영손실도 발전기의 운영년수에

으로 중고장에 의한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운영손실이

따라 늘어남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운영 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운영손실은 발전기의 이용률이 높을수록 더욱 빠르게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발전사들은 풍력발전기 제작

나타난다.

사와 보다 장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중고장의 위험성은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기존 풍력발전기 제작사들의 하자보증기간이 2~3년이

서 실제측정된 변화하는 가동률 (Availability) 추이를 통

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3~5년, 길게는 7년까지 기간

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가동률이란 설비운영의 효

이 연장되는 추세이다. 또한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의 의

율성을 뜻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최대 생산능력

무사항으로 가동률 (Availability)에 대한 보증이 있는데 보

대비 실제 가동된 설비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개 육상풍

증된 가동률(Availability)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발전

력발전단지 가동률의 경우 약 95% 혹은 그 이상의 수치

사는 풍력발전기 제작사에 이로 인한 페널티(Penalty)를

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목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페널티(Penalty)에는 보상

표수익을 위한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설정되는 것이

의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중고장 발생시의 건당 수

북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가동률 (Availability) 및 이용률 (Capacity Factor)변환
Scroby Sands (60MW)

North Hoyle (60MW)

그림 5. 중고장 발생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가동률 추이

Egmond aan Zee (108MW)

(출처: A Survey of Wind Turbine Condition Monitoring Experience in Europe, Peter Tav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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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이 중고장 발생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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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작사의 하자보증기간(Warranty period)이 여러 해

기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풍력발전기 제작

또는 투자자의 손실이 이로써 모두 충당될 수 없는 것이

사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

현실이다.

본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기의 가동 이후 계속된 중·

또한 발전사들이 장기간의 유지보수계약을 제작사와 맺

대고장으로 인하여 비용 및 시간면에서 큰 손실이 있

을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었다. 초기 3년간 발생한 중고장을 복구하기 위하여

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습득에 매진하지 않음으로써

1,500번의 방문이 있었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지속적인 의존과 종속이 불가피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

약 135억원의 추가적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

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유럽에서는 발전사가 전적으

정된다. 또한 중고장 발생으로 인한 발전수익 손실은 약

로 제작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27억원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기어박스 고장시의 대

범위를 확대한 Hybrid 또는 Hands-on 유지보수방식1)

당 교체비용은 해상크레인 동원비용을 포함할 때 약 18

을 채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발전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O&M 전략을 택하는지가 풍력발

이는 고장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유지보수

전단지의 투자수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Reactive maintenance) 방식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이

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되어 행동하는 예방적 유지보
수 (Preventative maintenance)로써 풍력발전단지를 관

연구분석

3.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의
O&M 리스크 개선사례
상기와 같이 갑작스러운 중고장으로 인한 예정되지

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예방적 유지보수
(Preventative maintenance)는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정

비를 행함으로써 사전에 중고장을 예측 또는 방지하는
방법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이용률(Capacity factor)과 장

않은 유지보수비용의 발생은 풍력발전단지의 O&M 리

중고장 발생건별 가동정지시간의 변화

스크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계획된

3500

유지보수와 메인컴포넌트(Main component)에 대한 집중

3000

적인 관리로써 중고장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O&M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 이에
유럽 풍력발전단지의 6년간의 운영데이터를 통해 풍력
발전단지의 O&M 리스크가 개선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Scroby Sand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04년 3월
에 건설되어 현재 Vestas V80 기종 (2MW)의 풍력발전

풍력발전기의 가동정지시간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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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발전손실과 수리비용 등 사업주

2500

중고장 건단 3,000시간 이상의
가동정지시간
(2억6천만원 상당의 발전손실)

예방적 유지보수
적용 전

2000

예방적 유지보수
적용 후

1500
중고장 건당
500시간 미만의
가동정지시간

1000

(4천만원 상당의
발전손실)

500
0

-500

Jan-04 May-05 Oct-06 Feb-08
기어류 고장
고속축 베어링 고장
중속축 베어링 고장

Jul-09 Nov-10

추세선(기어류)
추세선(고속축 베어링)
추세선(중속축 베어링)

그림 6. 풍력발전기 가동정지시간(Downtime)의 개선

1) 풍
 력발전기 제작사와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의 유지보수 책임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의 책임이 작은 순으로 Hands offHybrid-Hands on과 같이 분류된다.

시간의 가동정지시간 (Downtime)으로 인한 발전손실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의 가동률

줄이기 위하여 Scroby Sand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예방

을 극대화 및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적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되었고 그림 6.과 같이 개선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가동정지시간(Downtime)과 유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보수비용의 감소를 가능하게 하며 발전손실을 최소화한

그림 6.은 중고장 발생으로 인한 풍력발전기의 가동정지

다. 이는 풍력발전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를 안정적으로

시간(Downtime)이 예방적 유지보수시행 이후 급격히 감

운영 및 중고장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적 유

소했음을 보여주며 약 2,500시간에 해당하는 발전손실

지보수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 예방적 유지보수에 의하여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중고장 건당 약 2억2천만
원에 상당하는 발전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Scroby Sand 해상풍력발전단지 뿐만 아니

풍력발전사업의 각 단계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
하는 풍력발전단지의 운영 및 유지보수(O&M)는 투자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리스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현 시

4.	풍력발전단지 중고장
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점에서 대부분의 국내 풍력발전단지들은 해당 리스크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풍력발전 유지보수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지
하고 풍력발전기 제작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

바와 같이 O&M 전략에 따라 풍력발전단지의 리스크관

닌 상호협력을 통하여 상기와 같은 예방적 유지보수를

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앞서 설명

계획 및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력발전사

한 사후대응 유지보수(Reactive maintenance)는 기존의

업 공통의 목표인 높은 안정성과 낮은 유지보수비용, 그

풍력발전사업자들이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전형적

리고 최대의 발전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확인

인 방법이었으나 현장에서 쉽게 수리가 가능한 여타의

한 바와 같이 중고장의 집중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부품 (Minor components)을 제외한 메인컴포넌트 (Main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풍

components)의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

력발전기의 운영년수가 늘어갈수록 중고장은 더욱 철저

을 지니고 있다. 반면, 예방적 유지보수 (Preventative

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정밀진단과 자재준비 및 중고

maintenance)는 정기적인 발전기의 상태진단을 통해

장 예방정비활동으로 이루어진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해

풍력발전기의 중고장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발전량

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적은 기간에 수리 또는 교체를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

또한 중고장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계획은 프로젝트투자

한 크레인과 관련부품들을 구비 및 적절한 시기에 유지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적

보수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지보수계획

대응이 아닌,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을 통하여 바람이 적게 부는 시기에 대부분의 유지보수

풍력발전단지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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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육상을 포함한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 적용된다.

5. 맺음말

Research & Analysis (2)

안 종 태   책임

동양생명 상품전략팀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

1. 장수리스크의 정의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이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
다. 즉, 생명보험회사가 과거 사망률 개선효과를 과소평
가했을 경우 향후 연금개시 시점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의 증가로 발생 가능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부담

손익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구구조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경제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

의 변화는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유발하여 생명보험회사

보면 개인의 장수리스크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의 투자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투

이후 소득 및 소비의 흐름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발생하

자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물가상승률 예측이 어려워 실질

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우 기대수명 연장

수익률 보전을 위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공적연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

금의 지급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예상할 수

나라의 경우 장수리스크가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리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연금

스크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

등 생존시 발생하는 지급금액이 예상 대비 과다한 경우

는 현재까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회계기

에 발생한다. 각 경제주체들은 장수리스크를 상호 전가

준 (IFRS4) 2단계가 시행되는 2018년 이후 결산시점의 사

하려고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장수리스크는 생명

망률,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적립하여 장

보험회사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수리스크 문제가 재무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다. 이에 따

예를 들어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하여 공적연금의 보장

라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및 장수리스크 현황을

성을 축소하여 장수리스크를 개인과 기업에게 전가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등 근로
자에 대한 연금지급책임을 축소한다. 이 경우 개인은 금
융시장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확대

2. 국내 장수리스크 현황
통계청의 사망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1970년부터

되고 이에 따라 기대수명증가에 따라 종신연금을 판매
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가 증가한다.

연
금
적
립
금

연금보험금 적립

2012년까지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금보험금 지급

연금보험금
추가지급(-)

0

연령

연금개시

예상수명

그림 1. 종신형 개인연금보험 구조

실제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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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회

Risk & Insurance

장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예상수명 대비 실제수명

지 사망보장중심이었으나 최근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재

85.00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여명)-남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여명)-여

80.00

편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생존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
라 개인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75.00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 판

70.00

매규모 (적립금기준)는 2013년 3월말 184조원으로 전체

65.00

보험판매액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지급방식
에 따라 구분할 경우,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종

60.00

신형(89.2%)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확정형
2012

2010

2008

2006

2004

2002

1988

1986

1984

1982

1980

1978

1976

1974

1972

1970

55.00

그림 2. 출생시 기대여명 추이

(9.6%), 상속형(1.2%) 순이다.
경험생명표별 비중을 보면 예상기대수명을 높게 적용한

Research & Analysis

2002년 이후 판매(경험생명표 4~7회 적용)한 보험비중이

연구분석

있다. 남성의 기대여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12년

75.5%를 차지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명을 적용하

78.0세로 19.3세 개선되었으며 여성 또한 65.6세에서

여 2002년 이전 판매(경험생명표 1~3회 적용)된 비중도

84.6세로 19.0세 개선되었다. 특히 남성 노령 연령층인

24.5%나 된다. 보험판매시의 예정기대수명과 보험계약

60세의 기대여명은 12.7년에서 21.0년으로 70세의 경

자의 현재기대수명 차이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과거

우 8.1년에서 13.4년으로 나타나 총인구 중 노령인구의

판매한 보험을 중심으로 양 수명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고 있다. 2013년 3월말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결정을

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의 예정기대수명은 평균 87.2세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년도별 보유계약 및

이나 보험계약자의 현재기대수명은 평균 94.7세로 추정

보험금 지급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생명표를 작성하고 있

된다.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개인연금보

다. 특히 개인연금사망률은 장래 연금급여수령자에 대

험에서 평균 7.5년(현재기대수명-예정기대수명)의 추가적

한 사망률을 예측하여 산출하고 있다. 경험생명표에 나

인 연금지급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타난 기대수명의 변동은 표 1.과 같다.

현재 국내 장수리스크 규모는 7.6~14조원으로 추정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 포트폴리오는 2000년대 초반까

다. 이 추정은 종신형 개인연금보유계약의 가입시점 사

표 1. 경험생명표 추이
구

분

계약 관찰년도

적용기간

제1회 경험생명표

82~84년

제2회 경험생명표
제3회 경험생명표

기대수명
남성

여성

88.10~91.5

65.8

75.7

85~87년

91.6~96.12

67.2

76.8

88~92년

97.1~02.11

68.4

77.9

제4회 경험생명표

96~98년

02.12~06.3

72.3

80.9

제5회 경험생명표

00~02년

06.4~09.9

76.4

84.4

제6회 경험생명표

03~05년

09.10~12.6

78.5

85.3

제7회 경험생명표

06~08년

12.7~현재

80.0

85.9

일시금 0.0%

18%

1.2%

상속형

41%

9.6%

확정형

41%
종신형

보장성       개인연금       기타 저축성

89.2%
0.0%

50.0%

100.0%

망률을 근거로 예정기대수명 및 현재 판매하는 연금보

을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우선시하고 있

험의 사망률을 반영한 실제기대수명을 산출하고 두 기

다. 미국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 관리수단으로 가격조

대수명의 차이 및 예정이율을 감안한 것이다. 이때 가

정을 주로 채택하며 이밖에 상품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

입자가 연금지급시점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택할 경우에

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취한다. 보험회사가 사망

는 14조원이나 일부 계약자가 일시금 등의 방법으로 수

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조정은 보

령할 경우에는 7.6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장수리스크

험회사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

중 54.5%는 2002년 이전 판매(경험생명표 1~3회 적용)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사망률

한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격조정만으로 장수
리스크를 완벽히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장수리스크 헤지 및 전

3. 해외 장수리스크 관리사례

가방식이 등장했는데 재보험, 장수채권, 장수스왑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해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종신연금의

첫째, 연금부채에 내재된 장수리스크를 제거하는 기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대수명 개선률

의 방식으로는 재보험사를 활용한 전가방식이 있다. 영

40.0%

110

35.8%

90

23.9%

87.2

20.0%

11.5%
7.4%
0.0%

5.6%

7.5

7.8%

8.0%

0
87.2

70

50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림 5. 경험생명표별 비중

6회

7회

현재기대수명

예정기대수명

그림 6. 기대수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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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금지급방식별 분포

Risk & Insurance

그림 3. 보험별 비중

Research & Analysis

국의 경우 2004년에서 2008년 초반 사이에 260억 파운

권을 발행하였다.

드의 연금관련 준비금이 재보험회사로 이전되었다.

셋째, 장수스왑은 연금계약 체결 시에 연금가입자의 기

둘째,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장수채권은 특정연령에

대여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가적인 보험료를 정기적으

속한 집단의 기대여명에 따라 이자지급이나 원금의 반

로 지급하는 대신에 연금수령 시에는 실제 평균수명을

환금이 변화하게 되는 수명연계채권 중 하나에 속한다.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파생상품이다. 장수

장수채권의 구조는 사망률이 증가하면 현금흐름이 감소

스왑의 유형은 특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특화형은

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면 현금흐름이 증가하도록 설계

특정보험회사가 보유한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채권소유자는 생존확률에 따른 급

스크에 특화된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일반형은 일반적

부를 지급받게 되어 있어서 생존율이 증가하면 연금지

인 장수리스크에 근거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장수스왑

급액은 증가하지만 한편으로 채권을 통한 현금흐름도

계약을 제공하는 회사는 주로 재보험사와 투자회사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헤지된다. 따라서 연금을 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하는 보험회사는 연금의 판매와 동시에 이 채권을 구

한편, 사망률스왑은 미래 사망률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입함으로써 증가하는 생존률에 대한 위험을 헤지할 수

에 따라 불확실한 미래 생존자의 수를 스왑거래를 통해

있다. 2010년 12월 스위스리는 원금상환액이 장수위험

확실한 미래 생존자의 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

에 노출되는 원금 연계형태의 5천만 달러 규모의 장수채

여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을 고정시켜 생존리스크를 헤지

표 2. 최근 장수리스크 주요거래 현황

연구분석

거래시기

수재사

출재사

거래규모

2014.10월

푸르덴셜

L&G

$2.2 bn

2014. 8월

RGA
Phoenix Life
푸르덴셜
하노버리

Delta Lloyd
Phoenix Group
Rothesay Life
AXA France

$15 bn
$1.4 bn
$1.7 bn
$0.9 bn

2014. 7월
2014. 6월
2014. 5월

푸르덴셜
PIC/하노버리
RGA

BT
Total
Royal London

$26 bn
$2.6 bn
$1.6 bn

2014. 3월

L&G/푸르덴셜
스위스리/뮤니크리/SCOR

AkzoNobel
Aviva

$5.8 bn
$8 bn

2013.12월

L&G
Deutsche Bank/Abbey Life
Deutsche Bank/Abbey Life
SocieteGenerale/SCOR

BAE Systems
Astra Zeneca
Carillion
Aegon

$2.7 bn
$4.0 bn
$1.6 bn
$1.7 bn

2013.11월

다수 재보험자

PIC

$2.2 bn

2013.10월

Rothesay Life

Philips

$0.8 bn

2013. 8월

Rothesay Life

Cobham

$0.4 bn

2013. 7월

PIC
Sun Life

EMI Group
Canadian Wheat Board

$2.4 bn
$0.2 bn

2013. 5월

Deutsche Bank/Abbey Life

Bentley

$0.6 bn

2013. 4월

하노버리

Abbey/Rothesay Life

$1.6 bn

2013. 2월

L&G/하노버리

BAE Systems

$5.1 bn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 집단에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내재

비하여 사망률 개선효과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된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전가 또는 헤지

영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종신연금시장에 참여한 집단의

하는 방법으로는 재보험, 장수채권, 장수스왑, 사망률

기대수명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스왑 등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상의 문제나 접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규모

근상의 제약, 그리고 자본시장 활용 필요성에 대한 보험

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

회사들의 인식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 장수리스크

민생명표의 사망률이 아닌 종신연금 사망률을 개발하여

에 대한 실질적 관심증가로 관련 거래현황이 지속 증가

이를 연금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는 종

하고 있다.

신연금 가입자 속성별로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속성별로 상이한 사망률을 보험료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는
표준하체연금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전
및 헤지 등을 통하여 장수리스크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

사이의 적절한 상품구성비를 통하여 자연적 헤지를 누

가 있다. 장수리스크 전가는 장수리스크를 타기관에 양

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사망과 장수리스크

도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감축하는 것인데 반해, 장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리하기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

리스크 헤지는 장수리스크를 보유하면서 장수리스크를

이므로 상품구성비를 통하여 장수리스크를 완전히 헤지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노령화시대의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의 규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차원에서 장수채권을 발행

모보다 높은 추가수익을 달성하도록 자산운용 수익률을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자본시장을 통

개선하는 방법도 기초적인 장수리스크 관리방법이다.

한 장수리스크거래의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

곧 기대수명의 증가로 혜택을 받는 산업에 투자함으로

황이다.

써 얻는 이익을 장수리스크의 손실을 상쇄하는데에 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용하는 자연헤지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장수리스크 문제가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중요한 재무적

환경과 기업리스크의 급변으로 예상하지 못한 다른 위

리스크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종신연

험에 처할 가능성 또한 크다.

금에 대한 잠재적인 가입자들의 선호가 높아 향후 시장

해외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 관리수단으로 가격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장수리스크의

조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적절한 보험요율 산

관리는 단지 보험회사와 같은 일부 경제주체가 아닌 국

정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우

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주체들의 연

리나라의 종신연금보험료는 개인연금의 경험통계자료

구와 대응을 통하여 국가, 보험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

를 기준 사망률로 설정한 후 국민생명표의 사망률 개선

가 행복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정도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명표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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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보험과 사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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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장수리스크 관리방안

Proposal

강 동 진 수석
삼성화재 장기심사파트

표준미달체 MEDICAL U/W 현황
및 발전방향

1. 표준미달체 정의
표준미달체란?
일반적인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표준체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높은 피보험자를 표준하체 또는 표준미달체라고
한다. 표준미달체는 건강상태의 양호도에 따라 우량체,
표준체, 표준미달체, 거절체순으로 구분가능하며 이에

•고령사회 :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14% 이
상을 차지하는 사회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통상 고연령으로 갈수록 유
병률이 크게 높아지므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유
병자 규모도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된다. 표준미달체가 가지는 리스
크의 종류는 체증성, 체감성, 항상성 위험으로 구분되며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수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체증성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험의 정도와 크기

•	´11년 고혈압 유병률 : 30.8% → ´30년 38.3%
→ ´50년 44.5%
•	´11년 당뇨 유병률 : 10.5 % → ´30년 13.4% →
´50년 15.7%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60, 70대의 높은 유병률이 인구 구

체감형 위험은 초기에 위험도가 가장 높고 점차 위험도

조변화에 따른 전체 유병률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 감소하는 외상, 위궤양 등의 기왕증이 그 예이다.

것으로 보인다.

항상성 위험은 위험의 크기가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위험으로 시력장애, 청력장애 등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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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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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표준미달체 시장현황
1. 만성질환 유병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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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0~11

2020

2030

2040

2050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식습관

출처)	KDI,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정책의 방향, 인구 구조변화
에 따른 유병률 추정

의 서구화 및 생활환경의 변화가 병행되면서 만성질환

그림 1. 고혈압, 당뇨유병률 미래추세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10
년 기준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총인구의 11%를 차지

2. 만성질환 인지율

하여 고령화사회로 분류되었으며 ´18년 고령사회, ´26

매년 상승하는 건강검진 수검률 또한 고혈압, 당뇨병의

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인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험가입시 고지의

•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7% 이
상을 차지하는 사회

무이행으로 표준하체로 분류되는 개인의 규모도 점차 확
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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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는 위험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예를 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08년 65.3% → ´09년 66% → ´10년 68.2% →
´11년 72.6%
•고혈압 인지율은 ´11년 기준으로 6년 전보다
24.2%p 증가, 당뇨인지율 17.3%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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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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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64.7

60.1
49.6

40

58.8

61

66.9

제언

0

분

할증보험료법

설

명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하여 납입

계약 시에 정한 삭감기간 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특별 보험금감액법
장해발생 시 삭감률에 따라 보험금 감액
조건부
지급
특약
어떤 결함을 가진 보험대상자의
연령가산법 위험지수가 n세 높은 표준체의 위험률과
(연증법)
같을 때 n연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

◈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체 인수기법으
로 부담보 기간동안 해당부위 및 질병에 대해서 보상하

32.7
20

표 1.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종류

특별조건부
특정부위, 질병에 부담보를 설정하고
인수특약(부담보 특약) 보상하지 않는 기법

그림 2. 고혈압 인지율 추세

60

경우와 특정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구

62.5

60

보 특약으로 불리며 특정부위의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특약)은 2
지 않는 것으로‘특별조건부 인수특약’

20.4
´98			 ´01

			 ´05

´07 ´08 ´09 ´10 ´11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3. 당뇨병 인지율 추세

개 부위, 2개 질환에 대해 총 4개까지 부담보부가 가능
하며 1~5년 또는 전기간 부담보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전기간 부담보이더라도 5년간 재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5년 경과 후 발병한 질환에 대해서는 부담보

3. 표준미달체 U/W기법 및 현황

적용을 받지않아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1. 표준미달체 U/W기법

◈ 할증보험료법

◈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질병위험평가결과 현증現症, 기왕증旣往症 등의 건강상태

표준미달체 인수기법은 주계약에‘특별조건부 특약’
을

가 평균적인 사망지수 (사망담보), 유병지수 (생존담보)를

더하거나‘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을 붙여 인수하는 두

초과하는 위험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추가징수하여 인수

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특별조건부 특약’
은할

하는 제도이다. 최근 활발히 적용중인 인수기법으로 대

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연령가산법, 연령가산법과

상담보의 보험료를 할증하여 위험을 반영하는 대신, 보

보험금감액법의 병용으로 세분화되는데 과거에는 보험

상은 표준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감액법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엔 할증보험료법을 주

질병관련담보에 할증을 적용하며 국내 A사의 경우 8가

로 사용하고 있다.‘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은 흔히 부담

지 담보에 할증적용하고 있다.

•A사 할증담보 : 질병사망, 3대질병진단비, CI, 질
병실손의료비/입원일당, 질병고도장애 (1,2급),
암사망, 질병가족생활지원금

따르면  ´11년 기준 만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30.8%
로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
로 고지혈증(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증), 당뇨병 등
이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2. 국내 표준미달체 U/W 현황

고혈압은 A사 할증계약 고지상병의 27.7%를 차지하

◈ A사 표준미달체 U/W 현황

며 위염, 비염, 고지혈증, 당뇨까지 합하면 고지상병의

A사는 ´09년 할증보험료법 도입과 함께 총위험지수 인

37% 이상을 차지한다.

수기준을 200에서 300으로 완화시킨 이후, 신계약 중
표준미달체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 고혈압 U/W

•신계약 중 표준하체비중 :´09년(3.7%) →´12년
(6.0%)로 약 1.6배 증가

증인수 신계약은 ´09년 1,311건에서 ´12년 22,331건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비 인수기준은 연령군별, 수축기, 이완기 혈압범위별로
운영되며 혈압범위에 따라 표준, 할증, 거절여부가 결정

통원의료비를 기준으로 A사 가입가능한 유병자 비율을
계산해보면 고혈압 유병자 975만명 중 질병입통원비 인
수기준에 맞는 유병자는 114만명으로 11.6%이다.

할증

부담보

할증+부담보

전체

타 손보사의 경우 질병입통원비 가입 시 고혈압을 부담

건수

975

32,432

336

33,743

보하거나 통원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

비중

2.9%

96.1%

1.0%

100%

건수

12,941

35,474

9,390

57,805

비중

22.4%

61.4%

16.2%

100%

구분

주) 연간 장기신계약 건수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고혈압을 고지한 할증계약 중 87.1%가 질병입통원이
포함된 계약으로 의료비가입 가능여부가 보험가입에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사망, 암, CI 등 심각한

◈ 할증대상 상병

상황을 보장하는 담보에는 더 완화된 인수조건을 적용

할증계약에 고지되는 상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오히려 낮다.

것은 고혈압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국내 유병율이

반면 60대의 실손의료비 가입률은 30대의 1/5 수준인

높은 것과 관계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11.8%이며, 대부분의 고령 유병자는 민간의료비보장

표 3. A사 할증 신계약 고지상병별 비중
상병명

고혈압

위염

비염

폐렴

계약수

6,092

877

723

602

469

335

비중(%)

27.7

4.0

3.3

2.7

2.1

1.5

주) 당사 ´13년 1월 장기 조건부인수 유지계약 중 고지상병기준

고지혈증 굴 (부비동)염 골다공증

당뇨병

할증전체

100

78

21,999

0.5

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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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사 표준하체 신계약 유형별 비중

2012년

것으로 보인다. A사 고혈압 유병자의 질병 입통원의료

된다. 가장 엄격한 인수정책이 적용되는 담보인 질병 입

•표준하체 신계약 중 할증 :´09년 (3.9%) → ´12년
(38.6%) : 약 17배 증가

2009년

유병자의 11% 정도에 불과해 실질적 수혜비중은 낮은
Risk & Insurance

부담보로 인수하는 신계약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나 할

질병입통원비 가입이 가능한 고혈압 환자는 전체 고혈압

표 4. 고혈압 고지 할증계약의 질병담보 가입율
담보명

질병사망

암

2대질병 진단비

질병 입통원비

질병 입원일당

CI

가입률

76.3%

55.9%

59.1%

87.1%

53.6%

1.8%

주) '13년 1월 표준하체 보유계약 기준, 신계약기준 질병 입통원비 91.8% 가입

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비가입을 위해 상해 및
질병사망담보를 함께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존재해 할

•	
´
 11년 업계 당뇨·고혈압 보험판매실적 1만5589
건(13억3000만원)에 불과

증적용 시 총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내 최초의 당뇨보험은 ´07년 당뇨환자의 사망만을 담
◈ 당뇨 U/W

보하는 형태로 출시되었으나 매출부진을 이유로´10년

당뇨보험의 경우 까다로운 심사의뢰 조건으로 인해 보

판매중단하였다.

험에 가입가능한 피보험자 규모가 더욱 제한적이다.  
A사에 무할증조건을 초과한 당뇨 유병자가 심사의뢰 시

Proposal

할증적용의 여지라도 있으나 타사 당뇨상품은 심사의뢰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다. A사도 발병 5년이내 당뇨발병

•	´07년 생명에서 최초 출시된 당뇨보험은 이
후 ´10년 합병증에 대한 보장이 추가된 형태로
개정되었으나 결국 판매중단
•	손해보험에서도 ´10년 당뇨 CI보험을 출시
하였으나 3개월만에 판매중단

자에게만 입통원의료비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

제언

어 실질적인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는 무증상기간이 길어 진단 시에는 보통 합병증
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당뇨병 발병 고객의
46.9%가 5년 이내에 합병증이 발생한다. 합병증이 이
미 발병한 당뇨환자의 역선택방지를 위해 엄격한 인수기
준을 운영하며 저위험고객을 주로 인수하고 있어 위험관
리가 가능한 당뇨유병자까지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 그외 손보사 표준미달체 U/W 현황

할증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표준하체특화보험을 출시하
여 표준하체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 중이나 판매성적은
부진한 실정이다.
국내 표준하체보험은 당뇨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혈압, 2차 암보험 등의 표준하체보험도 출시되고 있
으나 판매실적은 저조하다.

3. 해외 표준미달체 U/W 현황(일본)
◈ 간이심사보험

간이심사보험은 주로 사망만을 보장하는 무진단 종신
보험과는 달리 사망담보 외에 의료비를 보장하는 형태
의 상품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왕증을 담보한다. 고령층
만을 타겟으로 하는 무진단보험에 비해 30~80대에 해
당하는 전 연령층이 가입가능하고 기왕증을 담보하므로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고객이나 질
병통원중, 복약중인 사람도 가입 가능하다. 주로 수술비
정액보장, 입원일당, 퇴원 후 통원특약, 선진의료정액
특약, 암진단비특약 등의 담보로 구성된다.
의료비 가입신청 시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인수하는 형
태로 인수기준완화형보험, 한정고지형보험, 가입한정
형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 인수기준완화보험

제공되지만 수술비, 선진의료급부특약, 종신통원특약

인수기준완화보험은 최소한의 의적고지를 통해 가입신

등 보상 시 총지급한도 내에서 반복지급된다.

청과 동시에 인수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인수여부가
청약이전에 결정된다.
표준화된 4~5개의 질문에 추가설명없이 예, 아니오로
만 답하여 건강상태를 고지하는 한정고지 형태로 모든
응답이 인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부
로 인수된다.

1. 제한점
◈ 상품 및 서비스

국내에 판매중인 표준하체보험은 사망, 진단비 위주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
성있는 의료비보장이 미흡하다. 사망, 암진단비, 족부
절단진단비, 실명진단비 등 치명적인 상황에 제한하여

인수여부판단을 위한 고지항목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로 구성되어 있어 합병증 진행예

또한, 수용가능한 수준의 할증보험료산정을 위해 담보

방 및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니즈에 적합

별 지급기준 및 한도를 운영하고 역선택방지를 위한 초

한 의료비보장이 부족하다.

기지급제한장치를 도입하였으며 일당 연속지급일 한도

또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제공이 미흡하다. 건강관리여

및 총입원일수 한도를 설정하였다.

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혈당

•	역선택의 위험분산을 위해 계약 후 1년간 보험금
의 50%를 감액지급
•	일당 연속지급일 한도 및 총입원일수 한도
예)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최고 1095일

검사지 제공 등 일회성에 불과한 헬스케어 부가서비스
로 상품차별화에 실패하였으며 일회성 부가서비스제공
은 건강관리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자하는 만성질
환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인수기준완화형 보험의 성공요인은 심사절차가 필요없

◈ 가입절차

는 가입간편성과 무진단 종신보험대비 보장범위가 넓어

고지의무 간소화없이 번거로운 가입절차를 요구하고 있

진 의료비담보로 축약이 가능하다. 기왕증 고객 및 질병

어 채널 및 고객편의성이 떨어진다. 보험사는 상병고지

통원, 복약 중인 고객도 표준화된 질문의 고지사항 외에

및 상병과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지의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심사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한정고지방식을 채

데 의무기록지 발급에 따른 고객부담비용이 발생되며

택해 질문에 대한 단순고지만으로도 가입가능여부를 바

병원방문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보험사

로 확인할 수 있다. 선진의료보장과 사망보장 등을 특약

의 추가적인 진사요청 시 더 많은 시간 및 노력이 소요

형태로 추가할 수 있고 통원의료비의 경우도 담보하는

된다.

등 의료비 보장범위가 넓다. 정액형태로 의료비 급부가

보험권유채널도 유병자의 보험가입거절에 따른 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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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준이 공개된 상품이므로 역선택 제거를 위해서는

Risk & Insurance

•	한정고지 : 모든 질문에‘예’또는‘아니오’
로대
답을 하는 것만으로 가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형태의 고지서로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
세하게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을 생략한 고지서

4.	표준미달체 U/W 제한점 및
발전방향

용 발생 및 민원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유병자 가입권

형으로 단순화시켜 역선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지를

유를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위한 사전질문 문항을 표준화시켜 가입 간편성을 높이
고 심사 Lead-time을 단축시킨다.

◈ 통계

Proposal

유병자 통계축적부족으로 인해 공개된 통계만을 이용하

◈ 가입절차

는 등 경험요율개발 차별화 실패와 청구시스템의 한계

고지의무 및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을 향

로 인한 낮은 요율정확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내

상시킨다. 상병고지 및 상병과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지

축적된 통계정보의 부족으로 다양한 특약의 고위험 상

의 제출을 최소화하여 의무기록지발급에 따른 고객부담

품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특히 국내의 경우 보험청구절

비용과 병원방문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인다.

차가 수동화되어 있어 보험청구 정보분석 시 공제금액

U/Wer 역량 향상을 통해 최소한의 기록지 검토로 심사

이하의 청구누락이 다수 존재해 정확도 높은 요율개발

가 가능해져야 하며 고지정보만을 활용하거나 Tele U/

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W을 통하여 기록지없이 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정확한 위험률 추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적정 보험

또한 병원네트웍을 통한 소견서 정합성을 확보한 후 의

료산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요율조정 이외의 측면에서

무기록지를 소견서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간 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료정보공유를 통해 사고관련 기록지를 검색함으로써 기
록지 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언

2. 발전방향

빅데이터를 활용한 Predictive model을 통해 진사대상

◈ 상품

선정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표준하체보험판매가 활성화된 해외사례를 보면 고객
니즈를 만족시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 통계

High-Risk시장에 진출 중이다.

중단기 플랜을 통해 구축된 유병자 통계DB 및 위험관

영국의 표준하체 연금보험은 표준하체의 사망리스크가

리 역량을 바탕으로 유병고객 및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

높은 대신 장수리스크가 낮은 점에 착안하여 기본연금

략할 장기플랜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령·초고령사회를

에 증액급부를 제공하는 역발상 상품으로 풍부한 유병

대비한 유병자 관련 유효통계를 거대 집적하는 것이 해

자 통계를 활용한 정교한 위험률 산출과 U/W의 자동·

당 중단기 플랜의 주요목적이 될 수 있으며 집적된 유병

간소화를 통해 판매활성화가 가능하다.

자 통계를 활용하여 고령·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본의 인수기준 완화형 상품은 의료비보장내용을 정액

영역의 추가적인 상품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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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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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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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