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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corner

“대도大道를 걷는 자는 내세우지 않아도 권력이 있고, 다투지 않아
_ 노자老子
도 만인이 그를 따른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 사람과 더불어 일을 도모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쥐락펴락한 영웅호걸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
다. 쾌도난마의 전략,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람은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섣불리 다루려하지 말라고 충
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책은 노자의‘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무위無爲야 말로 진정한 유위有爲이며 욕망이 섞이면 방향을 잃기 쉽고,
집착에서 벗어나 규율을 따를 때 완벽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시대 명의였던 편작扁鵲은 위로 두 형이 있었는데 모두가 의원이었다. 어느
날 위문왕魏文王이 편작에게 물었다.
“그대의 집은 삼 형제가 모두 의원인데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난가?”
이에 편작이 이렇게 대답했다.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이 둘째 형님이며 전 가장 아래입니다.”

책은 5부/18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道도 사람을 움직이는 법
제2부 德덕 사람을 이끄는 법
제3부 信신 사람을 쓰는 법
제4부 心심 사람을 지켜내는 법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편작의 의술이 가장 낮다는 말에 왕은 어리둥절해지고 말
았다. 왕은 편작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의술이 가장 낮다는 편작이 왜 형들보다
더 유명한 명의로 알려졌는지 그 이유도 물었다. 그러자 편작은 이렇게 설명했다.
“큰 형님은 환자가 병이 걸리기도 전에 얼굴빛을 보며 앞으로 생길 병의 원인
을 제거해줍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미리 치료하여 큰 병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형님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 미처 모르고 있을 때 미

제5부 和화

사람을 품는 법

리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작은 병을 고친 것이라고 여깁니다. 반면

부록

고대 성현들의 사람보는 법

에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으로 신음할 때야 병을 알고 치료합니다. 사람

더 큰 성취를 얻는 대도大道 10계명

들은 중병에 걸린 자신을 제가 맥을 짚어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어 병을 낫게
하는 행위를 보고서 비로소 자신의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
에 두 형님보다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편작의 말에 위문왕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기업은 편작의 형과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편작과 같은 사람만 나타
날까? 그나마도 상당수는 편작만도 못한 인재들이다. 또한 리더들은 어떤 사람
을 격려하고 있는 걸까?‘불을 끄는 사람’
을 격려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불을
예방하는 사람’
을 격려하고 있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불을 지르는 사람’
을격
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_<15강. 목적이 불순하면 도덕성이 사라진다> 중에서
그렇다면 불을 끄는 사람, 예방하는 사람, 지르는 사람 중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자 치산홍은 중국의 저명한 노자철학 전문가이며, 서양식 성과주의 경영이론
의 창립자이다. 중국 산동
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듣는‘도본道本경영학설’
교육방송의 인기프로그램‘명가논단名家論壇’
에서‘도덕경’
과‘기업인재관리’
를
주제로 강연하며 스타덤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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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벽은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재難燃劑2)를 반드시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대형 재난사고가 많았던 2014년을 역사 속으로 보

화재발생시 발화장소에서 다른 건물로 연소延燒되는 것

내며‘청양 靑陽의 해’
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새해가 시

을 막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축물은 신축 후 장기간

작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 1월10일 의정부 아파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비

트 화재소식을 접하며 우리사회가 얼마나 재난에 취약

책으로서는 부족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만들었다.
화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2. 보험관련

인명피해와 4,021억원의 재산손해가 발생하였다. 현실

(안)은 사회안전망기능 및 피해자 보호강화와 법의 효율

적으로 사고발생 건이 아닌 피해세대나 보험금은 발표된

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

통계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확대, 의무

화재사고와 관련 첫째는 예방이고, 둘째는 화재가 발생

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 등의 내용을 담

할 경우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고 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피해를 줄이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을

는 것과 발생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하는

한층 강화하여 특수건물 소유자의 제3자의 손해배상책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임도 기존‘신체상 손해’외에‘재물손해’
가 추가되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화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도 향후 시행령으로 상향할 예정

재사고시 연소1) 延燒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관련사항

이다.

과 재산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

먼저 발표된 법률개정사항과 과거 화재발생현황을 살펴

자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보고,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대안이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며 안전점검에 응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
침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의정부 아파트와 같이 특수건물에 해당되

2. 법률개정사항

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률개정적용에 포함되지 않

1. 건축관련

발생한 경우라도 소유주 및 가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

'건축법시행령' 개정 (안)은 신축하는 6층 이상의 건물외

호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으며 특수건물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탐
2)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에 의거 재료의 착화, 화염전파, 발열, 발연성 등을 억제 감소시키는 어떤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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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Risk & Insurance

있다. 작년 한 해에만 42,135건이 발생하여 2,180명의

3. 공동주택 현황

4.	특수건물 현황

1. 공동주택의 정의

1. 특수건물의 정의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건축물의 벽·복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

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

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

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

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건축법시

택과 그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

행령에서는 그 종류를 ①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

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

개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

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으며 구체적인 사항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1호~18호까지 나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

열하고 있다.

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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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2. 특수건물 현황

본다)), ④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

전국의 특수건물은 표 2.에서와 같이 2009년 이후 연간

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

7.8%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특수건물 33,612개소

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2013년말 기준)이며, 이중 아파트4)는 6,651개소로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고 있다.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는 전체 공동주택 단지수 28,614개소(2013년말 기준) 등

2. 공동주택 현황

6,651개소로 23.2%에 해당한다.

전국의 공동주택은 표 1.에서와 같이 2009년 이후 세대
수 기준 연평균 3.0%, 단지수 기준 3.6% 증가하여
2013년말 기준 28,614단지3) 906만호이다.
표 1. 공동주택 현황(2009년∼2013년)
구분
세대수

8,368

8,587

증가율(%)
(천호, %, 개소)

8,853

9,060

3.8
3.5
2.6
3.1
2.3
공동 증가율 (%)
주택 단지수
25,010 25,908 26,331 27,681 28,614
증가율(%)

3.1

3.5

1.6

구분

4.9

(%, 개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특수건물 전체 25,646 27,269 30,108 31,667 33,612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080

표 2. 5개년 특수건물 현황(2009년∼2013년)


아파트
증가율(%)

5.2

5.9

9.4

4.9

5.8

5,466

5,777

5,998

6,239

6,651

4.7

5.4

3.7

3.9

6.2

자료 : KFPA 2013년 안전점검 결과분석

3.3

자료 : 국토교통부(시도별 자료)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20세대 이상) 주택 기준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12호「주택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를 포함.

표 3.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2009년∼2014년)
구분
발생건
전체화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7,318

41,863

43,875

43,249

40,932

42,135

2,441

1,892

1,862

2,223

2,184

2,181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건

주거시설

2,519

2,668

2,565

2,895

4,345

4,053

11,767

10,509

10,645

10,691

10,596

10,861

1,080

948

883

1,037

1,076

930

인명피해
재산피해

498

538

450

442

508

495

4,278

3,866

3,942

4,027

4,156

4,231

인명피해

406

379

374

463

522

400

재산피해

106

161

105

107

131

134

발생건
공동주택

(단위 : 건, 명, 억원)

자료 : KFPA 2013년 안전점검 결과분석

5. 화재발생추이

율을 나타낸 것이다. 화재 전체의 경우 전기적 원인과

의에 의한 화재가 54%, 전기적 원인이 23%로 2배 수준

표 3. 국민안전처발표「화재현황통계」
를 살펴보면 전체

으로 발생했다. 다른 장소보다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발

화재발생건은 2009년 대비 2014년 10.9%, 인명피해

생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Risk & Insurance

동주택의 경우 1.1%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체 화재에서

2. 특수건물의 화재발생추이

06
07

공동주택비중이 9%에서 10%로 1%p 증가하게 되었다.

표 4.를 보면 아파트는 특수건물업종 중 가장 많은 화재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전체가 60.9% 증가하는 동안 주

건수 (740건)를 차지하며 아파트 1,000건당 화재발생빈

거시설은 0.6% 감소하였으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도 111.3건으로 가장 높으며 전체 평균보다 1.8배∼

26.4% 증가하였다.

2배 수준이다.

그림 1. 그래프는 2009년∼2014년까지 화재원인별 비

또한 그림 2.에서 보면 2013년 기준 전체 화재발생건수

는 10.7%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공

화재발생 전체 원인별 분류

공동주택화재 원인별 분류
7%

9%

8%

2% 5%
38%

38%
7%

전기적

교통사고

부주의

기타

기계적

자연적요인

화학적요인

방화

가스누출

방화의심

그림 1. 2009년∼2014년 화재원인별 분류

23%

2%

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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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의 화재발생추이

부주의가 38%로 동일수준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부주

고려한다면 의무보험가입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표 4.	5개년 특수건물 화재현황-1,000건당 화재발생빈도
(2009년∼2013년)

구분



(개소)

또한 특수건물 화재발생건 중 아파트화재가 차지하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율은 39.8%, 전체 화재발생건 중 주거시설이 차지하

특수건물 전체
화재발생

1,292

1,432

1,501

1,532

1,858

는 비율이 25.8% (2013년말 기준)인 상황이며 보험가입

1,000건당
화재발생빈도

50.4

52.5

49.9

48.4

55.3

이 강제화된 특수건물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보험가입현

499

617

537

550

740

91.3

106.8

89.5

88.2

111.3

아파트
화재발생
1,000건당
화재발생빈도

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

자료 : KFPA 2013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목적물의 멸실이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의 39.8%, 사망자 42.9%, 부상자 53.9%, 재산피해

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1%를 나태내고 있다. 이는 아파트가 생활공간으로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는 사유이기도 하지만 만약 원인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높고, 특수건

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인지 임차인의 귀책사유인지 불분

물 특성상 대규모 공장에 비해 화재범위가 상대적으로

명한 상황이라면 하루아침에 주거장소와 가재도구를 모

소규모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잃은 임차인은 황당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책임소지

Focus

로 분쟁이 발생 이중, 삼중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표 4.에서 보면 공동주택은 일반화재에 비해서 2배 수준

초점

6. 공동주택의 보험가입 필요성

이며, 표 3.에서 보면 주거시설의 재산손해 증가율이 미미

1.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에서 더이상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 것에 비해 동기간 공동주택은 30% 이상 증가하는 상황

공동주택 중 23.2%(2013년말 기준)만이 특수건물에 해
당하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 최소가 아니라 충분해야 한다

로서 보험가입을 강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실무현장에서 아파트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피해세대를

화재발생건 중 10%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조사하다보면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고객별 가입금

50

58.5

특수건물 전체대비(%)

39.8
53.9
19.7
2012년

39.8

42.9

10.9

19.8
2013년
특수건물 대상

11.0
화재건수

사망자

부상자

자료 : KFPA 2013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그림 2. 특수건물 전체대비 아파트 화재현황

재산피해

액이 부족한 일부보험형태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세대를 상대
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만을 고려하여 최소금액을
가입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7. 활성화 방안
1. 보험가입의 강제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서 규
정하고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용으로

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특수건물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소유자는“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을 가입하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

록 명시하고 있어 재물손해는 강제가입대상은 아니다.

책성 보험처럼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

물론 보험회사에서 강제보험에 가입시 기본적 담보로

료로 가입이 가능토록하는 방안을 병행검토 한다면 대형

특수건물을 목적물로 재물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

재난사고시 이재민에게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국가 예비

지만 충분함이 아닌 최소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때 수도권지역 아파트에 풍수재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양질의 위험관리서비스를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당시에

받게 됨으로써 경제생활상 존재하는 다른 위험(인적, 물

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사고였다. 풍수재특약을 가입

적)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아파트의 부보비율은 현저한 일부보험인 곳이 많았

2. 세제혜택 부여

상처리하면서 과거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부보비율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높아진 것을 목격했다.

법상 가입을 강제화하고 종합보험인 임의보험에 가입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발생 시 연소확산 가능성이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법에서 규정한 사

높아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

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

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수건물 소유자에

임의보험가입률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효과

게 가입이 강제된“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은소

를 극대화했다.

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최근 급여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되었던 연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말정산이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제개편에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

따른 후폭풍이 무서울 정도로 다가왔다. 이러한 점을 고

여 실화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구) 실화책임법 상

려하여 임의보험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

황하에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실화자에게 책임이 없

하는 방법이다.

었지만 헌법위헌판결 이후 변경된 실화책임법에서는 경

기존의 보장성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재물보험과 재물

과실인 경우까지 책임을 부담하되 가해자의 상황을 고

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

려하여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운영되고 있다.

품에 가입시 추가공제항목을 부여하여 보험가입을 통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사용자에게 상존하는

재산보호성격을 강화하고 그 경비는 세제혜택을 통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가 아닌 충분해야 한다.

환급받을 수 있다면, 비록 징수세금은 줄어들지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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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후 10년이 지난 2012년 태풍피해 아파트를 보

Risk & Insurance

강제보험대상인 특수건물인 경우에도“화재로 인한 재

가 현실화되어 국가에서 지출해야하는 비용 등을 감소

는 금융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이 보험이며 보험가입의 필요성 및 유용성 교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보험상품개발

또한 국민의식개선을 위해 관련단체나 보험업계 종사자

장기재물보험에서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특약형태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 부분이 인식제고 및 대국

로 운영하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을 개선한 가입금액

민 홍보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손보상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입시점
재물에 대한 보험가액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8. 맺음말

Focus
초점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입플랜을 활성화할 수 있

인간은 불을 발견하고 많은 것이 변화했다. 그러한

는 상품개발을 통해 계약자인 고객의 니즈에 부응해야

불을 잘못 관리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와

만 보험가입 활성화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버릴 것이다. 평소 안전점검

판단된다.

이나 소방교육강화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

최적담보가 가능한 상품이라도 가격이 너무 높거나 가

보다 중요하며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

격은 낮은데 담보가 너무 낮다면 그 상품은 보험으로서

각된다.

가치가 없어서 보험가입 필요성을 느끼는 고객까지 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제도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후

험가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적 재산보전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 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보험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최근 보험제도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Moral Hazard,

위험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 성향이나 과거경험에서 큰

또는 보험가입 이후 위험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편차를 보인다. 과거 어떤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발생할 수 있는 Morale Hazard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

한 사람은 그 위험을 높게 평가해서 스스로 보험에 가입

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위험이 현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위험에

실화되었을 때 발생되는 손해를 짐작을 못하는 사람은

노출되었고, 왜 보험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언급한

위험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활성한 방안보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은 분

국민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인간이

명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개발한 많은 제도 중 보험제도야말로 위험에 적극적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

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라는 점 등을 부각시킬 필

하며 공동주택의 보험가입 필요성 및 활성화방안 제언

요가 있으며, 사고예방교육과 금융감독기관에서 실시하

을 마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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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수위험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3/3)
장 대 원 전략기획실장
노아솔루션

홍수위험관리 대책 및 보험위험평가 발전방향

필자의 경우 과거에는“홍수”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다. 실제 홍수보험 등 풍수해보험을 처리하는 보험회사

먼저 하천범람이 연상되고, 두 번째 도시침수가 연상되

등에는 이러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

고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집중호우, 장마, 태풍 등의

으로 위험을 헤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재해가 발생하

단어가 먼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침

는 위험지역(Hazard Area)평가 또는 과거 피해이력 정

수, 토석류가 먼저 생각나고, 하천범람은 아주 예외적

보 등 방재정보의 활용과 홍수위험 해석과 같은 기술적

인 경우로 떠오른다. 그만큼 최근 10년동안 호우로 인한

(Engineering) 분석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피해양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도시홍수대책 및 사례를 소

나라의 하천 중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개하고 실질적으로 재해관련 보험을 처리하는 보험회사

소하천은 국민안전처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할한다.

에서 활용해야 할 보험위험평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의 하수도 시설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림

한다.

1). 하천과 접한 도시 또는 도시 한가운데를 하천이 흐르

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각기 다
른 법에 의해 적용되고 관리되는 현재의 구조적 홍수대
책은 과거에는 최선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최선이라

1. 일본의 도시홍수 방어대책

Special

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홍수대책은 구조적인 대책이 주를 이루고 하

부족 국가 등 새로운 용어가 매체에서 한참 이슈가 되던

특집

천 주변에 이미 도시가 발달하여 제한적인 홍수대책

시기에 일본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민간엔지니어링 업

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도심하천

체와 일본 동경도 건설국을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일본

과 내배수 시설간의 연계 부족, 도시계획에 방재 개념

의 홍수대응방안을 인터뷰하였다. 당시 건설기술연구

의 적용 미흡도 주요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국내 도시

소(CTI)의 수석엔지니어는 이상홍수라는 용어는‘초과홍

홍수위험관리 대책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 최

수’
라고 불러야 하며, 이상의 의미가 異常(Abnormal)이

근 변화하는 재해양상에 따른 전통적인 홍수방어대책

아닌 설계홍수를 초과한 홍수라고 지칭해야 하는데 언

의 위험 (Risk)이 어디에서 높게 나타날지를 추정할 수 있

론에서 이상홍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용어가

2000년대 중반 언론에서 기후변화, 이상홍수, 물

부서간 연계성 부족

하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하수도)

(국가하천)

분산
관리

지자체

(하수도)

(소하천)

분산
관리

지자체

(지방하천)

고착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언제
든지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
으므로 이를 무한하게 구조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그러
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감재’
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

산림청

(산림 및 계곡)

책에 따라 설계 및 대책사업도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Hazard map을 작성하여 피해예
방 및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이상홍수에 대한 대책

그림 1.	도시홍수관련 다양한 부처와 관리주체에 따른 유기
적인 연계부족

을 수립하며 정부, 지자체, 주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랑천 등 도심지

감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하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대

일본의 친환경적인 치수사업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심도 터널, 스마트 터널도 일본 동경의 칸다 지하조절지

서도 많이 알려진 Azame 습지의 경우도 하천범람으로

(Kanda Underground regulation pond)가 롤모델처럼

인한 마을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마을 반대쪽 제방에 습

많이 인용되고 있다.

지를 조성하여 평시에는 환경적 측면에서 생태습지, 학

일본 동경을 가로지르는 카다가와(Kanda-river)의 경우

습체험장으로 활용하고 홍수기에는 하천의 홍수량을 분

유역의 불투수율이 40년대 55%에서 2000년대 97%로

담하도록 하여 마을을 보호하는 선택적 홍수방어대책을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직접 유출량의 증가는 2배에 달

수립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선택적 홍수방어의 대표사

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한계로 인해서 도시화에 따라 지

례는 1998년 중국 양쯔강 홍수, 2011년 미국 미시시피

하공간의 활용이 많아지고,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과거

대홍수에서 하류의 대도시 보호를 위해 농촌지역 제방

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동경의 경우 홍수대응을 구조적

을 인위적으로 파괴하여 홍수저감을 실시한 사례와 유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병행하여 방재의 개념과 감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재의 개념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이상홍수 및 도시화에

일본 동경의 경우 바다의 고조 및 폭풍해일에 의한 저지

대응하고 있다. 동경도 건설국 하천부에서 제공한 자료

대침수,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율 증가, 매년 반복되는

에는 동경도의 구조적 대책으로 하천개수, 하수배제체

태풍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홍수대책이 매우 다양하고

계의 개선, 유역전반에 걸친 대책, 그리고 단계별(방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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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피해저

Risk & Insurance

그림 2. Azame 습지조감도

(Takadanobaba Diversion Channel)를 들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분기수로 또는 분기하천은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완료된 경우, 하천변 도로 및 하천점용 부지개발이 완료
되어 이를 변경 또는 보강하는데 교통혼잡, 높은 보상비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하천의 확폭이 불가
능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도로기능을 유지
하면서 하천의 물이 통하는 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으로 국내 구도심지의 도시하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
은 방안이다.
또한 하천변 공공시설 또는 공원 등을 이용하여 최소의
공간에서 최적의 홍수조절효과를 얻는 것으로 토지이
용 및 내홍수화 (Flood proofing)를 고려한 조절지 설치
가 있다. 일본은 조절지 설치로 단순히 홍수조절기능만
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변 범람터 조성계획 (침

Special

그림 3. 분기수로 실제전경(上)과 개념도(下)

수예상도)을 토대로 위험구역에 대한 효율적, 지속적,

경제적 방재대책 수립의 방법으로 조절지를 활용한다.

특집

념을 적용한 도시계획) 대책을 추진하며, 비구조적 대책으

Myousyouji 조절지의 경우 동경도에서 하천변 토지를

로 홍수정보시스템, 재해지도 (Hazard map), 홍수대응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건설한 후 이

시스템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중 전통

를 조절지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아파트의

적인 하천개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행되는 대책인 반

1층을 필로티형태로 건축하여 평소에는 운동시설 및 휴

면, 배수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책은 우리나라에서도 활

게시설로 이용하고, 우기시에는 하천수를 1층으로 유입

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켜 첨두시간의 단축 및 일정 수준의 홍수량 저감효과

대표적인 사례는 칸다천의 카타다노가바 분기수로

를 얻고 있다. 조절지의 물이 빠지면 침수된 지역에 대

그림 4. Myousyouji 제1 조절지 평시(左)와 홍수기(右) 모습-Open Type

그림 5. Meguro-river의 Ebara 조절지 전경(左)과 개념도(右)

직경 10~12m, 길이 4.5km의 대규모 홍수방어대책

주자들에게 임대료를 50% 할인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사업으로 그림 6.과 같이 1993과 2004년 저류지설치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 그리고 스스로 홍수에

전후에 유사한 일강우량(284~288mm)을 보이며 오히려

내성을 갖게 하는 내홍수화 대책을 복합적으로 적용하

시강우는 더 강하게 온 사례에서 저류지설치에 따른 효

고 있다.

과로 3,117가구 침수에서 7가구 침수만 발생한 것을 보

또한 지하대규모 저류지를 대책으로 수립하여 그 효과

면 대규모 구조적 대책을 도시지역에 적합하게 적용하

를 보고 있다. 칸다가와 지하저류지는 하천통수능력을

는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확대하는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하여 지하 40m 깊이에

또한 조수간만의 영향,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에 의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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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역 및 청소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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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神田川 지하조절지

수를 저감하기 위해 갑문을 여러개 설치하여 운하를 통
한 배 이동 원리와 같이 가장 안쪽 갑문에서부터는 365

2. 보험측면에서의 위험관리방안

일 항상 일정수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하천주변에 식물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보험회사에서

재배, 체육 및 위락시설로 활용하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

용을 고려한 단계별 대책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천개수를 주요 대책으로 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상품 역시 이러한 다양한 상품개

립하고, 개수가 어려운 경우 일본처럼 분기수로 또는 분

발이 필요하나, 아직 다른 부분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기하천을 하지 않고 제방을 높이는 형태로 생활공간과

사실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증가 또는 감소

하천을 분리하는 단순한 홍수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지

하여 집중호우나 가뭄의 심도가 깊어지고 이로 인한 피

하조절지나 대심도 터널같은 대규모 공사는 필요성에도

해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

불구하고 예산 및 토목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

입해야할 대상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

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Special
특집
그림 7. 도갑문을 이용한 고조 조절시설 전경, 갑문안쪽의 안정된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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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험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재

라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의 손해율이 요동칠 수 있음을 주

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해야 한다.

수입보험료가 2001년 30억원 수준에서 2011년 1,110

그렇다면 이런 보험상품의 판매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억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1년기준 농가당 가입금액은

야 할까?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보

평균 3,044만원, 농가당 수입보험료 평균은 164만원으

험가입률은 여전히 농가수를 고려할 때 낮으며 (2011년

로 매년 10%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보험개발원, 2013).

기준 총 가입율 16.2%) 가입품목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

그림 8.을 보면 저조한 가입율은 태풍 루사 (2002), 태

인다. 태풍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가입률이 상대적으

풍 매미(2003) 등을 겪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로 높고, 해당지역의 품목에 따라서 그 차이는 더 커진

2006년 태풍 웨이니아 이후 큰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어

다. 보험가입률은 보험시장성이 안정화되기 위한 필수

서 현상을 유지하고, 2010년 태풍 곤파스를 계기로 다

조건이라고 보면 자동차보험처럼 다품목, 많은 가입자

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농작물

유치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 왜 민영보험사가 매년 급

재해보험은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

성장하는 농작물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하여 큰 피해가 나타난 해에 증가세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

있다.

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상현상으로 발생되

이러한 추세는 실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율과 비교하

는 자연재해 대부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패턴을

면 확인이 가능한데 자연재해피해가 거의 없었던 2013

보일 수밖에 없다. 태풍의 경로,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년과 태풍‘볼라벤’
‘덴비’
‘산바’등이 발생하여 피해

따른 피해양상은 지역별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일정수준

를 준 2012년을 비교하면 관련상품의 손해율이 태풍의

분석이 되어있다. 마치 태풍과 농작물 손해율이 상관성

발생빈도와 강도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커짐을 확인 할

이 높듯이 일반주택 및 건물에서의 피해추세도 집중호우

수 있다(그림 9). 여기에 겨울철 폭설에 따른 시설작물 피

와 태풍의 발생빈도와 일정수준의 상관성을 보인다. 그

해를 고려한다면 여름과 겨울에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따

렇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변화하는 기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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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추이, 농협 손해보험
Risk & Insurance

그림 8.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수입보험료 현황,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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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응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관점에서는 지역, 더 나아가 개별 보험물건에 대한 침수

있을까?

피해, 시설물 파괴피해 등을 분석하여 보험인수 위험성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에서 보험시장은

분석 및 Underwriting 활용에 사용된다. 즉 Micro 관점

최근 2~3년 반복된 대도심 침수로 인해서 가입대상자

에서의 위험분석결과가 어쩌면 자연재해보험시장의 활

들이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입

성화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가

자를 확보하는 부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험을 갖

컸던 대치동의 한 주민이 홍수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

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 내가 가입하려

려고 한다면 고객은 우리집이 30년에 한번 또는 3년에

는 주택이 얼마나 많은 빈도와 얼마나 큰 규모의 피해를

한번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때 예상되는 피해액 수준

입을 수 있는지에 따라 내야하는 보험료의 적정성을 가

이 어느정도 이므로 보험을 얼마짜리 상품에 가입해야

늠할 수 있는데 현 홍수보험제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하는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럴 때 구체적이면서 정

명확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어디에, 얼마

량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실제 고객에게

의 규모로, 얼마나 자주]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위

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험분석(Hazard Analysis)이 기본적으로 미비하다. 반면

미국 거대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CAT모델은 크게 5

외국의 경우 CAT 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개 또는 6개의 주요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쟁력 요소를 앞세우고, 정량적인 위험분석결과를 통

Inventory DB, 위험분석, 취약성분석, 손상평가, 손

해 인수심의, 포트폴리오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실평가의 5개 부분에 위험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확률

하고 있다. CAT 모델은 Macro 관점에서는 거대 태풍에

개념의 시나리오부분이 포함되어 6개로 구분된다 (그림

의한 재해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 재보험

10). 하지만 이러한 모형을 개별 보험사가 개발하는데에

사와 협상시 협상능력을 향상하는 부분도 있으며 Micro

는 기본적으로 큰 제약이 있다. 첫째, 미국홍수보험제도
(NFIP)처럼 30년이 넘는 침수이력 피해정보를 우리나라

시나리오

Engineering

Historical Data

개별보험사가 갖고 있지 않으며, 둘째, 엔지니어링측면

Climate Change

에서 모형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발생될 빈도에 따른 침

홍수량 산정

Technical

침수범람지역 산정

Model

바람(태풍)위험지역 도출

(Hazard)

산사태 위험지역 도출

수예상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위험지역에 대한 면밀
한 확정이 어려움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피해수준을 평
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그림 11.은 도심지에서 홍수로 인한 위험분석을 통한 기
본요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이러한

INVENTORY

지역 취약성 분석

DAMAGE

손실함수 적용

Loss

손실함수 적용

그림 10. CAT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 및 고려사항

업무를 보험회사에서 분석하여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갱신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보험상품을 개발하면서도 시군
구 단위의 과거 피해이력정보를 통해 지자체별 보험요
율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

◦ 수치지도

강우시나리오

◦ 과거 피해액

◦ 토지이용도
◦ 토양도
◦ 강우자료

◦ 피해발생빈도

홍수량 산정

시나리오별 취약성
분석(집계구 단위)

범람 모의

◦ 유역면적당 배수능력

지역 기본
보험요율산정

◦ 건물형태
◦ 건물형식
◦ 건물구조
◦ 준공 후 기간 등

가중치

사업지(건물)별
보험요율산정

그림 11. 개별 목적물별 홍수보험요율 산정프로세스

별 보험요율 산정부분은 현재의 보험을 관리하는 기업에

및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범람지도를 작성하는 부분을

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석에

반드시 보험회사가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용되는 Inventory DB는 과거와 다르게 정부공개창구

즉, 국가에서도 풍수해 재난관리업무를 위해서는 관련

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풍수

자연재해관련 보험상품의 클레임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

해저감종합계획에서 하천재해, 내수재해, 연안재해, 바

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부분의 공공 DB가 시군구

람재해 등 6개 재해유형에 따른 위험지구 분석을 단계

단위로는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인구센서스 관련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 침수흔적도 등을 통해

DB는 훨씬 해상도가 높은 집계구 단위로 구축되어 있

피해지역의 위치정보를 구할 수 있고, 지도형태는 아니

고, 각종 토지이용, 시설물 현황정보는 GIS형태로 구축

지만 구호의연금 지급현황 등을 통해 침수로 인해 국가

되어 있어서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체계구축을 통해서

에서 지원금이 나간 건물 및 농경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취약성 관련연구는

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외력 즉, 침수에 대해서 그

있고 하천홍수 및 도시홍수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시스템1)

지역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평가하는 취약성 분석

등(그림 12.)도 구현이 되고 있어 보험가입고객의 정보와

부분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본보험요율, 사업지(건물)

공공개방된 정보의 융합을 통해서 각 보험사만의 특성을

1) 이상홍수로 인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Hazard Analysis(유역경사도, 불투수율, 침수흔적도, 토사유출 위험지역, 해안수위 위험지역, 과거 홍수피해
액), Social Analysis(인구밀도, 재해취약자, 재정지수), Economic Analysis(GRDP), Climatic Analysis(극한강우빈도, 일강우빈도), Mitigation(외수
방어능력, 배수펌프능력)을 지표화하여 최종적으로 이상홍수 취약성 지수(Excess Flood Vulnerability Index)를 제공하는 시스템

18
19
2015 No.1 Vol.116

하지만 최근 국가차원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

Risk & Insurance

개별산정 모듈

◦ 불투수율

침수면적, 침수심

범례

주요모형 분석

◦ 저지대 비율
◦ 하천개수율

범람지도 작성

Inventory

◦ 지역별 경사도

살린 가벼운 CAT모델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구축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을 일

3. 맺음말

Special
특집

정수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재난 및 안전총괄

보험에서 위험관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

부서인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재해연보 DB는 시군

해야 하지만 결국은 보험회사의 수익과 보험가입자가 분

구 단위, 재해기간별, 재해피해시설물별 정보를 수록하

담가능한 수준이 상호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이상적인 결

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및 Web Site를 통해 DB를 확보할

과를 나타낸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에 많은

수 있고 각 피해발생기간에 기상조건은 기상청을 통해

보장을 받고 싶어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이 가능하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정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

이는 기상자료와 피해자료를 융합한 Big Data 분석이

나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책정되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도심지에 대해서는 1시간, 3시간 강우량

하기 어렵고, 상품판매자는 이를 객관적이며 설득력있게

정보와 피해발생 유무 또는 피해발생금액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설명없이도 보험상품판매

농경지 등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1시간, 12시간, 24시간

는 가능하나 무한경쟁사회에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강우량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 피해를 유발하는

는 이런 약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임계치의 강우수준과 발생빈도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여

저빈도 저심도의 경우에는 위험을 보유, 고빈도 저심도

기에 과거 10년간 강우량 증가수준을 향후 10년간 증가

의 경우에는 빈도 적극관리, 고빈도 고심도의 경우 회

수준으로 반영한다면 앞으로 피해규모가 어느 수준으로

피, 저빈도 고심도의 경우 제3자전가라는 위험관리기법

나타날 것인지 추정이 가능하다.

은 다른 보험상품에서 적극 활용되나, 자연재해로 인한

이러한 결과를 수치와 그래프로 제공을 하고, 여기에 과

관련 보험상품에서는 이러한 빈도·심도에 대한 직접적

거 침수흔적도, 하천에서의 거리, 저지대여부 등을 추가

인 분석이 아직은 미비하다. 필자가 3회에 걸친 기고에

적으로 보정하면 고객에서 설득력있는 보험료를 제시할

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후변화는 이

수 있을 것이다.

미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결과 다양하고 복잡

그림 12. 이상홍수 취약성 평가시스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험업무
고객

손해보험

위험조사/분석과

보험가입문의

사업자 정보제공

사업지조사
기타위험 분석

가입

보험료 산정

SI시스템활용
사업지 정보관리
Hazard분석

(하천범람,
도시침수, 태풍)

보고서작성

보고서관리
사고이력관리
검색 및 통계분석

고객지원업무
시스템개발/연계

보험특화 정보서비스

기상정보서비스
사업지별 위험통보

맞춤형 서비스

특보 및 기상재해예상

시스템을 통한 강우, 폭설 등 분석

그림 13. 체계적인 자연재해보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원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제한된 정보와 맞춤형 서

단편적이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피

비스가 어려웠던 환경은 더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공공

해의 심도는 증가하게 된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수

정보의 공개, 다양한 GIS정보구축 및 유통, ICT기술의

저감대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몇 지자체에만 해당되

발달, 스마트폰·GPS의 대중화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므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국민들은 보험이란 울

가능, 그리고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위험분석 정보 등

타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

을 활용한다면 단순 숫자의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재

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관련상품을 선점할 수 있게 되고,

해보험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도출

위험관리측면에서 재보험시장에서도 명확한 의사결정을

되고 보여지는 보험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제차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대물한도를 높이는 보험가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구부분과 조사부분, 그

입자가 많아지듯이 복합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리고 시스템구축 및 운영부분을 전사적으로 고려해서 지

때마다 이에 맞는 보험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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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Risk & Insurance

LBS기반고객

Research & Analysis (1)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위험도분석

김 환 진   과장

(FHA:Fire Hazard Analysis)

LIG손해보험 기업보험업무팀

그림 1. 월성원자력발전소

발전소의 화재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 3월11일은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4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편 2월27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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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고리1호기에 이어 2번째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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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원전전문가들과 국민
들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는 의견
과 계속 운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운영하지 말아야 하는
가? 원전의 안전관리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가? 원전 외에
다른 발전대안들은 국내외 에너지환경 등을 살펴볼 때 다
른 위험을 야기시킬 문제가 없거나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

그림 2. 후쿠시마원전사고 위성사진

(출처 : Lessons from Fukushima, Feb. 2012, Greenpeace)

하는가?
상기 질문에 대한 독자들 스스로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자는 원전의 화재위험도분석 등을
과거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의 개요 및 발전

Risk & Insurance

1.서론

2. 원자력발전의 개요

원리와 국내 전력생산에서 원전의  비중 등을 간략하게 기

1. 원자력발전의 역사

술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중 화

19세기 들어서면서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원자

재위험도분석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술하여 국내 원자력

에 대한 연구 및 상대성원리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의‘질

1896
베크렐 (Becquerel)

1905
아인슈타인

1913
리더퍼드/보어

(Einstein)

(Rutherford & Bohr)

1932
채드윅(Chadwick)

1938
한/슈트라스만

(Hahn & Strassmann)

1942
페르미(Fermi)

E = mc2
방사능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원자모형

중성자

핵반응

원자로

그림 3. 원자력발전이 가능하게 된 과학이론의 발전 및 발견

(출처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http://atomstory.or.kr/p/41143)

량에너지등가원리(E=MC2)’이론이 등장하며 에너지와

2. 발전원리

관련된 미시적 세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의 원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원자력발전

이후 1945년 8월에는 핵분열 에너지가 원자폭탄의 형

은 우라늄이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Research & Analysis

태로 세상에 등장하여 그해 8월6일에는 일본 히로시마
에, 8월9일에는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증기

종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의 아이젠
하워 대통령은 1953년‘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제안
했고, 195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창설하게 되

터빈

원자력발전

발전기

었다. 이후 원자력에너지는 전력생산을 사용하기 위한

변전소 (송전)

연구분석

길이 열리게 되었고, 1956년에는 영국의 콜더홀 1호기
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30개국
에서 약 435기의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화력발전
그림 4.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원리
(출처 : 원자력의 유혹, 심기보 저)

그림 5. 표준주기율표 (출처 : 대한화학회, 2014)

표 1. 국내 에너지원별 구성비 및 전력생산 구성비
연도

구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별 구성비

29.1%

38.1%

18.0%

0.6%

11.4%

2.9%

전력생산 구성비

40.6%

6.5%

22.5%

1.2%

27.5%

1.7%

에너지원별 구성비

29.2%

37.8%

18.7%

0.6%

10.4%

3.2%

전력생산 구성비

37.0%

6.3%

27.6%

1.2%

25.6%

2.3%

2014년

에너지원별 구성비

30.3%

37.5%

16.4%

0.6%

11.8%

3.5%

(1~11월)

전력생산 구성비

40.3%

6.6%

18.0%

1.4%

28.7%

4.9%

2012년

2013년

기를 돌려 전기를 얻는 것이다. 반면 화력발전은 석유,

원자력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의 차이는 원하는 에너지

가스, 석탄 등을 태워 얻는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

양을 조절하는데 있다. 즉 핵무기는 핵분열을 가속시켜

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 및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얻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원자력발전은 전력생

다. 즉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드

산에 사용하기 좋고 안전성 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는 방식 즉 동력을 얻는 방식만 다를 뿐, 나머지 과정의

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핵분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을 감속시킨다. 이렇게 전력생산을 위해 핵분열을 조절

원자력의 원료는 우라늄이다. 우라늄은 자연계에서 존

하는 감속재에 따라 원자력발전을 구분하는데 일반적으

재하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원소로 원자번호 92인 은회

로 경수로와 중수로로 구분한다.

색 방사성 금속원소로 표준원자량은 238이다. 모든 대

경수로와 중수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기에너지를 얻는 에너
지원으로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볼 공만한 크

가압기
제어봉

기의 우라늄에서는 그 무게의 300만 배에 해당하는 에
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석탄에서 나오는 에너지양과는

증기
터빈

물

연료

복수기
냉각해수(취수)

냉각재
펌프

비교가 될 수 없다.

증기
발생기 급수펌프

3. 원자력발전에너지 구성비 및 전력생산 구성비
증기
발생기
가압기

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원별 구성비에서는 약
10%가 넘는 수준이지만 전력생산량은 약 30%를 차지

다. 이처럼 원자력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필수적
인 대체에너지라 할 수 있다.

바다

냉각해수(온배수)

그림 6. 가압 경수로형 원전

최근 3년간의 국내에너지 구성비는 표1.과 같다. 표에

하고 있어 화석연료의 비중을 크게 낮추고 있는 실정이

발전기

증기
터빈

발전기

냉각재
펌프
연료
감속재
펌프

물

냉각해수(취수)
냉각해수(온배수)

급수펌프

그림 7. 가압 중수로형 원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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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속재 종류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구분
Risk & Insurance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 및 발전

핵연료와 감속재의 차이이다.

원자력발전에서의 안전성 확보 첫째개념은 심층방어이

경수로에서는 핵연료로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감속재

다. 심층방어란 먼저 이상상태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

로는 경수 즉, 일반적인 물(H2O)을 사용한다. 반면 중수

되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의 확대를 최대한

로에서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고 감속재로 수소가 하나

억제하며, 만일 이상상태가 확대되어 큰 사고로 진전되

더 있는 중수(D2O)를 사용한다.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경

었을 때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주민들을 보호

수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수로에서는 핵무

하도록 사고의 진전단계마다 적절한 방어체계를 갖추는

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경수로보다 많이 생산되

것을 말한다.

어 전세계적인 규제의 방향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에서의 안전성 확보 둘째개념은 다중방호설
비이다. 사실 심층방어개념의 핵심은 다중방호이다. 다
중방호개념은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

Research & Analysis

3. 원자력발전의 화재위험도 분석

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은 다음과 같

연구분석

1. 원자력발전의 안전개념

은 다섯 겹의 방호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개

원자력발전의 안전은 다른 발전방식과 달리 원자핵의

념은 화학 및 정유산업에서 사용하는 LOPA (Layer of

분열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인 핵분열생

Protection Analysis) 분석의 Protection Layer와 같은

성물이 원전 연료내에 축적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에서는 원자력에너지를 적절히 제어하고 다중의 차폐체

제1방호벽(연료펠렛)의 기능은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방

를 이용하여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

사성물질을 압축소결 및 성형가공된 산화우라늄 금속내

도록 안전하게 격리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한다.

에 갇히게 하는 것이다. 제2방호벽(연료피복관)의 기능은

운전, 정비요원의
자질향상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엄격한 품질관리와
점검, 검사

다중방어설계

이상발생의 방지
이상상태
여유있는
안전설계
(지진대책 등)

자동안전
보호장치

주변에 방사성물질의
이상방출발지

이상발생확대방지

인터록장치
(오조작방지)

이상상태
이상상태
조기검출
장치

자동
원자로
정지장치

그림 8. 심층방어의 개념 (출처 : 원자력발전백서, 2014)

비상노심
냉각장치

원자로
격납용기

1방호벽

연료펠렛

2방호벽

연료피복관

3방호벽

원자로 용기

4방호벽

원자로격납건물 내벽

5방호벽

원자로격납건물 외벽

정지분석’
이란 화재재해분석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지
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고
원자로를 안전정지상태에 도달 및 유지시키기 위해 필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분석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는 분석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화재재해분석에 대한 외부전문

그림 9. 다중방호설비 (출처 : 원자력발전백서, 2014)

기관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원자력발전 화
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소의 종류와

나온 미소량의 가스성분을 지르코늄 합금의 금속관(피복

건설시기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그 기준

관)안에 밀폐시키는 것이다. 제3방호벽(원자로용기)의 기

에 따라 세부 화재방호기준들이 적용되나 본 기고에서

능은 혹시라도 제2방호벽을 뚫고 새어나온 방사성물질

는 일반적인 사항만 언급하도록 한다.

이 있더라도 두꺼운 강철로 된 원자로 용기와 배관에 의
하여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HPECC
FO405

다. 제4방호벽(원자로 격납건물 내벽)의 기능은 만일의 사
태가 발생하여도 방사성물질을 원자로 격납건물 내에
FO409

S/B

트의 원자로 격납건물 외벽이 있어서 방사성물질이 외

T/B

부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와 같
이 원자력발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환경까지 누출되

FO404

기 위해서는 5개의 방호벽이 실패하여야 하므로 그 빈도
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원전에서는 이러한 빈도 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PRA :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또는 PSA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s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2. 원자력발전의 화재위험도 분석
원자력발전에서의 화재위험도분석이란‘화재재해분석’
과‘화재안전정지분석’
으로 나뉘어 있다.‘화재재해분
석’
이란 방화구역별 가상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
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분석을 말한다.‘화재안전

내화방벽의 내화등급
1hr 내화등급
1.5hr 내화등급
2hr 내화등급
3hr 내화등급
공간격리

화재심각도에 따른 요구내화등급
0.5hr 요구내화등급
1hr 요구내화등급
1.5hr 요구내화등급
2hr 요구내화등급
3hr 요구내화등급

그림 10. 원자력발전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의 구분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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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최종적으로 120cm 두께의 강화된 철근콘크리

26
27

R/B

밀폐하는 기능이다. 제5방호벽 (원자로 격납건물 외벽)의

Risk & Insurance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물질 중 연료펠렛을 빠져

(1) 화재재해분석

나. 가연성물질의 크기 및 종류조사

화재재해분석의 방법론은 첫째 화재방화구역을 구분하

화재방호구역내의 가연성 물질의 종류, 크기, 발열량은

고, 둘째 가연성물질의 크기 및 종류를 조사하여, 셋째

조사 및 평가되어야 하고, 각 구역의 면적으로 나누어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넷째 화재

화재하중을 계산하며, 공학적 계산에 따라 화재심각도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화재지속시간)로 변환되어 각 구역의 요구내화등급을 산

정한다. 또한 점화원의 유무도 파악하여 평가한다.
가. 화재방화구역의 구분

Research & Analysis

화재방화구역은 방화지역과 다른 개념으로‘방화지역’

다.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평가

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

이 단계에서는 화재방화구역 내 화재감지, 경보, 진압,

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의 부분을 말하며,‘방화

비상조명, 소방대출입경로 및 침수방호설비 등의 유무

구역’
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

와 적정성을 평가한다.

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연구분석

세분한 것을 말한다.

라. 화재위험성평가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방화구역을 원자로건

화재위험성 평가단계에서는 앞의 3단계에서 조사 및 평

물, 서비스건물, 터빈건물, 기타건물을 기준으로 분류

가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으로 방화구역

하고 있으며 경계구분의 내화등급에 따라 구별한다.

의 요구내화등급 대비 내화등급이 적절한지 혹은 적정

방화구역은 경계의 격리상태를 구역실을 중심으로 육면

한 이격거리를 갖추고 있는지 발생가능한 화재시나리오

체의 경계의 구조물, 벽의 두께, 내화시간 등을 파악하

즉, 원자력발전 화재방호기준에서 정한 설계기준화재가

며 문, 방화댐퍼, 관통부의 유무 등도 파악한다.

발생했을 시 정성적인 결과를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도

 방화구역 격리상태 평가 (Cheklist From)

가. 방화구역 경계(Fire Zone Boundary Descriptions)
위치
(Location)

Column No.
From
To

인접지역
(Adjacent Area)

구조물 종류
(Material)

두께
(Thickness)

A1
Wall 1
B1
Wall 2
C1
Wall 3
D1
Wall 4
바닥(Floor)
천장(Ceiling)

나. 방화문(Fire Doors)
:
다. HVAC 방화댐퍼(Fire Dampers)
:
라. 관통부 및 개구부 시공상태(Penetration & Sealing Conditions)
:
그림 11. 방화구역 격리상태평가 체크리스트 Form 예시

내화시간
(Fire Ratings)

 화재위험요소 (Fire Hazards) 체크리스트

가. 가연성물질 및 발열량(Combustibles & Heat Load)
구분(Classification)

종류
(Combustible Items)

수량
(Quantities)

열하중
(Heat Load)

상존 가연성물질
(Combustibles)
임시 가연성물질
(Ttansient Combustibles)
총합계
(Total Heat Load)

나. 화재하중(Fire Load)
-

[kcal]

바닥면적(Floor Area)

-

[㎡]

화재하중(Fire Load)

-

[kcal/㎡]

화재심각도(Fire Severity)

-

[min]

-

[hr]

다. 요구내화등급(Required Fire Ratings)
라. 점화원(Ignition Sources)
기기번호
(Equipment ID)

기기명
(Equipment name)

비고
(Remark)

그림 12. 화재위험요소(점화원 및 가연성물질) 체크리스트 Form 예시

정하고, 둘째 원자로의 안전정지, 잔열제거 및 방사성물

모델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고 화

질 유출방지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진압설비의 오작동 또는 화재진압활동으로 인한 영향

설계기준화재의 경우 원전 화재방호기준에서 일반적으

등을 평가한다.

로 아래 6가지 형태의 화재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화
재시나리오상에 고려하여야 할 가정, 실물테스트결과,

(2) 화재안전정지분석

공학적인 내용 등은 NUREG/CR-6850 등의 자료에

화재안전정지분석의 방법론은 첫째 설계기준화재를 선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13-a. 정량적 화재모델링 평가시 화재영향 Zone
평가예시(출처 : NUREG/CR-6850)

그림 13-b. 정량적 화재모델링 평가시 Cable 화재전파
모델 및 가정 예시(출처 : NUREG/CR-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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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화재

Risk & Insurance

총 열하중(Total Heat Load)

그림 14. FDS 화재모델링 예시(출처 : NISTIR 6872: Cable Tray Fires)

- DBF#1 Small Electrical Fire (소규모 전기화재)

어느 화재방화구역에서 어느 화재방화구역으로 통과하

Research & Analysis

- DBF#2 Cable tray Fire (케이블트레이화재)

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조사되어야 화재

- DBF#3 Transient Combustible Fire

안전정지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화재안

(일시적인 가연물 화재)

- DBF#4 Oil Leakage Fire (오일누출화재)
- DBF#5 Panel / Electrical Component Fire
(패널 또는 전기부품화재)

- DBF#6 Mechanical Component Fire

전정지기능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인지, 예를 들어 원
자로 정지관련기능인지 잔열제거기능인지 등을 평가하
여 기술하며 각각의 안전정지케이블이 최종적으로 어떤
안전정지기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기계부품화재)

연구분석

원전에서는 안전정지기기 혹은 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
점화원, 가연물 등 조사 및 평가된 기준으로 설계기준화

는 것이 2개 이상 있다.

재가 선정되었다면 화재안전정지 분석단계에서는 각 화

화재안전정지분석의 최종단계는 최소한 하나의 안전정

재방화구역 내에 주요기기 및 안전정지관련 장비의 유

지기능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

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비상시에 원자로를 안전하

정으로 원자로 안전정지, 냉각재 수위조절, 냉각재 압력

게 정지시킬 수 있는 장비를 파악하여 화재로부터 보호

조절, 공정감시, 보조기능, 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

해야 할 장비 등이 어디에 위치하고, 안전정지케이블은

출방지능력을 확인하여 화재안전정지분석을 평가한다.

표 2. 화재안전정지케이블 Data 정리 Form 예시
Equipment ID

Cable ID

Cable Function

Via

Compartment

From

To

표 3. 화재안전정지기기리스트 정리 Form 예시
System/No.

Equipment
No.

Description

Fire Safe Shutdown
Function/FSS-Path

Room

Remark

표 4. 화재안전정지분석 평가 Form 예시(중수로용)
화재안전정지기능

성공경로 A

성공경로 B

요건만족 여부

원자로정지
체적제어
잔열제거

증기방출
잔열제거

분열생성물 누출제한
기기냉각수
보조

전력
계기용 압출공기
발전소 변수감시

지운영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수단이기도 하지
만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사고처럼 치명적인 큰 사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자력발전 1호기 계

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안전관리는 다른 어떤 산업과도 비

전 설계수명은 30년 정도이고, 매 10년마다 계속운전

교가 안될 만큼 사고빈도 및 심도별로 각각 정밀하고,

을 위한 종합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되면

정교하게 분석하고 위험관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최대 3번(합계 최대 60년)까지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기준에 따라 정성적 및 정량화된 화재위험분석결과 및

통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약 70%의 원자력발전소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개

가 계속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안전정지가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여 안전성을

현재 국내에는 총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운영되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사고 이후

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에

에는 보다 강화된 규정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너지자원이 없는 국내 여건상 원자력발전은 국가 에너

하지만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와 한

표 5.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구분
2014

2020

2024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단위 : GWH, %)

계

원자력

석탄

526,761

192,754

197,356

9,840

107,805

1,372

17,635

100

36.6

37.5

1.9

20.5

0.3

3.3

588,856

259,378

217,454

3,039

62,081

6,256

40,648

100

44

36.9

0.5

10.5

1.1

6.9

608,591

295,399

188,411

2,912

59,201

8,202

54,467

100

48.5

31

0.5

9.7

1.3

8.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유류

LNG

수력

집단/대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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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운전 허용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반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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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수원의 비리 등은 국민의 불안감 및 원자력발전운영의

로도 이와 같은 이슈는 명쾌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

신뢰성에 의문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않다. 따라서 국가 및 원자력발전을 운영·감독하는

국내 대내외적인 에너지환경 및 산업통산자원부의‘제

기관에서는 보다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국민의 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 확대는

높이에 맞는 의사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원전운영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안전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내부직원의 비리단속을 강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이슈와 계

화하여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속운전 운영 등에 관련된 논쟁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명

야 한다. 반면 국민들은 지속적인 관심 및 감시와 함께

쾌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원전운영의 위험을 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우

안하더라도 현재기준으로 원자력발전 외 다른 현실적이

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국가에 합리

고 경제적인 대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에 국제적으

적인 수준의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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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남 운 상무
인코크손해사정

금융기관종합보험 중 고용인의
비행(Fidelity)조항의 이해

1. 서론

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사고의 형태를 보면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또는 유

과거의 금융사고는 소규모의 창구사고, 몇 백 혹은

용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2006년부터 2010년 상

몇 천만원의 시재금 부족 등 소액인 것이 주종을 이루었

반기까지 연평균 218건, 1,053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

으나 최근의 경우에는 사고금액이 대형화 또는 지능화

생하였으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대부분 (약

표 1. 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횡령·유용
사기

Research & Analysis

은행

연구분석

비은행

도난·피탈
기타
계
횡령·유용
사기
도난·피탈
기타
계
횡령·유용
사기

보험

도난·피탈
기타
계
횡령·유용
사기

증권

도난·피탈
기타
계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2006

2007

2008

2009

58
206
4
48
8
2
5
118
75
374
84
184
1
5
10
0
7
38
102
227
92
66
2
1
0
0
0
0
94
67
8
46
2
73
0
0
0
0
10
119

32
185
8
304
6
3
1
4
47
496
70
164
5
66
5
1
7
145
87
376
86
51
6
1
1
0
1
15
94
67
6
23
0
0
0
0
0
0
6
23

27
189
5
50
3
5
3
325
48
569
57
104
7
89
2
0
6
110
72
303
82
27
5
0
2
0
0
0
89
27
8
40
3
10
0
0
1
41
12
91

36
331
7
58
1
0
4
3
48
391
50
126
6
110
0
0
8
105
64
341
67
52
8
18
0
0
0
0
75
70
7
212
0
0
0
0
0
0
7
212

2010.6
16
519
5
3
0
0
1
300
22
822
18
27
2
5
0
0
0
0
20
32
9
6
2
2
0
0
1
2
12
10
5
132
0
0
0
0
2
5
7
138

구 분
횡령·유용
사기
합계

도난·피탈
기타
계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2006

2007

2008

2009

2010.6

242
502
9
127
18
2
12
156
281
787

194
423
19
371
12
4
9
164
234
962

184
360
20
149
7
5
10
476
221
990

160
720
21
186
1
0
12
108
194
1,014

48
684
9
10
0
0
4
308
61
1,002
출처 : 금융감독원

표 2.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2010

구 분

중소서민

보험

합계

사고금액

횡령유용

43

676

배임

5

사기

7

건수

2012

사고금액

건수

2013 상반기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50

173

47

160

21

28

5,135

7

241

1

54

-

-

53

12

139

8

74

4

104

도난피탈

3

1

6

13

3

1

-

-

계

58

5,865

75

566

59

289

25

132

횡령유용

31

46

55

184

21

27

47

93

배임

7

498

8

305

15

115

2

6

사기

15

67

11

250

5

32

6

24

도난피탈

1

0

-

-

2

0

1

1

계

70

656

50

601

77

331

30

58

횡령유용

12

264

9

34

11

56

3

39

배임

2

6

1

1

2

8

1

18

사기

3

118

2

36

1

60

-

-

도난피탈

-

-

-

-

-

-

-

-

계

17

388

12

71

14

124

4

57

횡령유용

41

25

39

19

30

27

7

19

배임

1

2

1

3

-

-

-

-

사기

4

2

4

14

6

8

6

1

도난피탈

-

-

-

-

-

-

-

-

계

46

29

44

35

36

35

13

20

횡령유용

143

1,058

129

272

143

427

52

113

배임

15

5,639

17

550

18

177

3

24

사기

29

240

29

439

20

174

16

129

도난피탈

4

1

6

13

5

1

1

1

191

6,938

181

1,273

186

779

72

계

267
출처 : 금융감독원

83.6%/건수기준)을 차지(표 1. 참조)하고 있으며, 2010년

사고이다.

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경우에도 건수기준 총 630

이에 금융기관이 금융범죄로 인한 위험증가에 대비하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중 약 82.5%에 달하는

는 관리수단으로써 일반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

520건(표 2. 참조)이 내부직원의 횡령 또는 유용에 의한

(Banker’
s Blanket Bond) 중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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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건수

2011

Risk & Insurance

은행

(단위 : 건, 억원)

항에 관하여 국내 및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관

들어졌고, 1933년 대공항 (Wall Street Crash)을 겪으

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동 조항의 이해를 돕고

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자 한다.

Corporation)가 금융기관에 보험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종합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면서 보험상품으로
서의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Research & Analysis
연구분석

2. 본론

미국의 경우, 1920년 Standard Form No.2가 만들어

a.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생성 및 도입

No.24가 개발되면서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주류를 이르

1887년 영국 Lloyd’s의 보험자였던 Cuthbert E.

게 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NW 69,

Heath는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강도보

HC 70 등 다양한 형태의 약관이 개발(표 3. 참조)되었다.

험(Burglary Insurance Policy)을 개발하였고 이것이 금

국내의 경우, 1993년 9월 인가 받은 KFA 1981 영문

융기관종합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1981년 영국 Lloyd’
s의

오늘날 금융기관종합보험의 형태는, 단일약관에 의한

보험자였던 K.F. Alder가 기존 4가지의 기본담보 즉,

다양한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은행들의 위험을 담

Fidelity(고용인의 비행), On Premises (사업장내 손해), In

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불편함을

Transit (운송중 손해) 및 Forgery and Alteration (위·

해소하고자 1903년 미국은행협회 (American Bankers

변조손해)에 추가로 4가지 담보 (Securities/유가증권손

Association)에서 종합범죄보험(Comprehensive Crime

해, Counterfeited Currency/위조화폐 손해, Offices and

Insurance)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한 후

Contents/집기비품 손해, Legal Fees/법률비용)범위를 더

1907년 금융기관종합보험의 기초가 되는 약관이 만

하여 개발된 것이다.

진 후 여러 양식이 생겨났고 1941년 Standard Form

표 3. Fidelity and Crime Cover For Financial Institutions
1887			
USA
1890
1916 Bankers' Blanket Bond (SAA)
1933 Bankers' Blanket Bond (SAA)
Form 24
1941 Form 24 Revised (SAA)
1946 Form 24 Revised (SAA)
1951 Form 24 Revised (SAA)
1969 Form 24 Revised/HAN(C) '69 (Lloyd's)
1970
1975
1980 Form 24 Revised
1981
1983
1984
1986
1994

HAN(C) '83 (USA/CANADA) (Lloyd's)

Burglary Insurance (Lloyd's)
Bankers' Block Policy (Lloyd's)

Non USA

MW '69 (Lloyd's)
H–C '70 (Lloyd's)
DHP '75 (Lloyd's)
Lloyd's Bankers' Policy (Lloyd's)
LPO 218/LPO 225
KFA '81/GB '81 (Lloyd's)
RAGJ '83 (Lloyd's)
DHP '84/GB '84 (Lloyd's)

Form 24 Revised (SAA)
Lloyd's Worldwide Bankers'
Policy/NMA 2626

KFA1981 약관은 1992년부터 보험상품으로서 판매가

관에 더 많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며 금융기관종합보

시작되었으나 가입은 저조하다 1995년 2월 영국 베어

험은 이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용인의 비행

링은행 싱가포르지점 직원의 선물거래행위 실패로 인해

(Fidelity) 담보조항을 두고 있다.

약 6억1천만파운드(현재 환율기준 약 1조156억원)의 손실

초창기 고용인의 비행(Fidelity)조항은“Loss resulting

을 입고 은행자체가 파산에 이르는 사건을 계기로 크게

from the fraudulent acts of employees of the

증가하였다.

Assured”
정도로만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보험기간
동안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금융사고란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로 금융기관은 고용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반드시 해야

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초래행위나 금융관련 범죄행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

이에 영국 Lloyd’
s 보험자는 1960년 중반 이러한 문

원이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Loss discovered by the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

Assured during the policy period resulting from

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the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of employees

금융질서를 문란하는 것(금융감독원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

of the Assured”
의 내용으로 기존 약관에 보험기간 동

에 관한 규정)”
이다.

안 사고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 (Losses discovered

금융사고는 위법의 정도 혹은 그 성격에 따라‘금융관련

during the policy period)과 부정직(Dishonest)으로 인한

범죄사고’
와‘금융업무 부당취급’
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손해내용을 추가하였다.

금융관련 범죄사고는 형법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사고

와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이나 영업행위 (Business activities)로 인한 간접손해

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금융업무

(Indirect loss)나 고용인의 권한한도 초과(Problem of an

부당취급은 법률에 특별히 정함은 없으나 그 행위로 인

employee exceeding his/her authority)로 인해 발생하는

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손해에 대한 약관상 담보여부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Lloyd’
s가 주도하

금융사고는 대출사기, 신용장이나 선적서류위조에 의한

는 보험자 (Non-United States)는 직접적 재산상의 손

외환사고 등 금융회사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서

실(Direct financial loss)과 부당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

도 발생하며 외부인의 기만, 유혹, 회유, 금품제공 등에

(Improper personal financial gain)이라는 신개념을 도입

응하여 금융회사의 내부직원과 공모 또는 공조하여 발생

하였고 이를 반영한 약관 중 하나인 LPO 218은 다음과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이 고용인의 비행(Fidelity)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c. 고용인의 비행(Fidelity)조항의 변천 및 담보요건

“Direct financial loss sustained by the Assured

금융기관 내부의 부정행위는 다른 범죄유형보다 금융기

subsequent to the retroactive date and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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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견되지 않은 사고와 사기적인 행위는 범법행위

Risk & Insurance

b. 금융사고의 의의

Research & Analysis

by the Assured during the period of the Policy by

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약관 하에서 피보험자인 금융기

reason of and solely and directly caused by one

관은 1)고용인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직접적

or more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of any of the

인 결과로 인한 손해(Loss resulting directly)를 입었고,

employees of the Assured, which are committed with

2)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고용인의 부정직하거나

the manifest intent of making, and which result in,

사기적인 행위는 피보험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끼치게

improper personal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한 원인(to cause the Insured to sustain such loss)이어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야 하고 또한(and) 고용인 자신 혹은 그러한 이익을 받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게끔 의도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경제적 이득이 있어

through any such acts of any of such employees,

야 함(to obtain financial benefit)을 증명해야 한다.

Salary, fees, commissions and other emoluments,

이러한 약관변천과정 중 만들어진 KFA 1981 약관의

including salary increase and promotion, shall not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항 역시 고용인의 부정직하

constitute improper personal financial gain”

거나 사기적인 행위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

미국 (United States) 보험자 역시 1970년대 중반 및

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의 일반적

1980년대 초 새로운 개념이 반영된 약관을 개발하였으

인 손해(General losses)와 금융거래상의 손해(Losses

며 그 중 하나인 Form 24(1980 Revision)는,

involving loans or trading)를 구분한 최초의 약관이다.

연구분석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손해 (General losses)와 관련하

“Loss resulting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여, 동 조항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손해가 ① 고용인

acts of an employee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

with others.

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loss resulting solely and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as used in this Insuring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일 것과

Agreement shall mean only dishonest or fraudulent

② 고용인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

acts committed by such employee with the manifest

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with manifest intent to

intent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로 행위를 할 것을 요

a) to cause the Insured to sustain such loss, and

구하고 있다.

b) to obtain financial benefit for the employee or

또한, 금융기관의 거래상 손해(Losses involving loans

for any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intended by

or trading)에 대하여 동 조항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

the employee to receive such benefit, other than

단에서 요구하는 요건(① 및 ②) 외에 ③ 급여의 성질이

salaries, commissions, fees, bonuses, promotions,

아닌 자신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awards, profit sharing, pensions or other employee

행해지고 그 결과 실제로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benefit earned in the normal course of employment”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dishonest or fraudulent

하지만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제약하는 문구는 우리가 일

results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other

반 법리상 알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과 대치되어 보험

than salary...)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의 담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KFA 1981 약관에서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항은

만약 고용인의 부정행위와‘상당인과관계’
에 있는 모든

그 성립요건의 하나로‘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손해가 담보한다면 고용인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

한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보

으나 약관상 그 의미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바 범위

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자의 담보범

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는 매우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된다.

따라서‘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의 해석 내지 의미

예를 들어, 시세조정자들의 행위 (일명‘작전세력’)에 대

는 약관상 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령과 영

하여 보험자가 이를 담보하여야 한다면 시세조정행위

어의 원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Dishonest act’

의 성공은 모두 작전세력 혹은 보험계약자인 증권회사

는 주로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자신이 알고

의 이익으로 환원되고 실패한다 해도 모두 보험자에게

있는 진실 또는 사실과 다른 행위’
라는 의미를 뜻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금융기관으로서

‘Fraudulent act’
는 주로 행위자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는 금융기관종합보험만 가입한다면고용인이 부정행위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행위’
라는 의미를

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위험없이 경영할 수 있다는 결

뜻하므로 결국‘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라는 것은

론이 되기 때문(김창준, 증권회사의 직원의 작전행위와 금융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던 없던) 자신이 알고 있는

기관종합보험, p. 98~99)이다.

또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 역시 고용인의 비행

진실 또는 사실과 같거나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Fidelity)조항에 규정된‘부정직 또는 사기적인 행위로

의도로 하는 행위’
로 우리나라 법령상 유의미한 행위(대

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의

개 재산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구체적으로 어

손해’
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면책조항 제18조의 전단

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영어원문의 의미와 개

에 규정된‘피보험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형

별행위의 경위, 태양 및 내용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 판

태의 손해(Any loss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단이 요구(서울고등법원, 2006나25822 판결)된다.

any one or more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of any

또한, KFA 1981 약관의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항

of the employee...)’
에 속하는 것이어서 보상하는 손해

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고용인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

는 아니며, 금융기관종합보험은 비행담보보험 (Fidelity

인 행위에 의해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Solely and

Bond)의 일종으로 책임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directly) 발생할 경우에만 담보하고 있고 이는 어디까

때,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항에서 말하는‘고용인의

지나 고용인의 비행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호

사기적 행위 등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이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되는 손

(Business activitie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험

해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닌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책임으로서의 사용자책임은 고용인의 비행(Fidelity)조항

38
39
2015 No.1 Vol.116

진실 또는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자신이 알고 있는

Risk & Insurance

acts...with the manifest intent to make and which

Research & Analysis
연구분석

에서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직접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KFA 1981 약관의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항에서 일

(대법원, 2001다46747).

반적 손해(General losses)는‘재산상 이득’
의 의도를,

KFA 1981 약관의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항은 명백

거래상의 손해(Losses involving loans or trading)는‘부

한 의도 (Manifest intent)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① 피

당한 재산상 이득’
의 의도를 각각 다르게 요구하는 것은

보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to cause

금융거래상의 손해의 경우에는 담보요건을 엄격하게 하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와 ② 자신의 재산

기 위하여‘Improper (부당한)’
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 (to obtain a financial

금융기관종합보험에 있어 금융거래상의 손실은 전통적

gain for themselves) 및 ③ 금융거래와 관련한 손해

으로 면책사유로 되어 있고, KFA 1981 약관 역시 면책

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하

사유로 규정(면책조항 제28항)하고 있다.

는 그리고 그 결과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의도(to

금융거래상의 손실에 있어, 봉급 등 정상적인 고용관

make and which results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계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대가는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themselves)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명백한 의도’
란

이득으로 담보요건인‘부당한 경제적 이득 (Improper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심한 마음의 상태’
를 뜻하는 것

financial gain)’
에 해당하지 않는바, 고용인이 자신에게

으로‘행위를 유발하는 원인’
인‘동기’
와는 구별되는

부여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바,‘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

손해를 끼친 경우 그러한 월권행위가 정상적인 봉급이나

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

승진 등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의사’
라고 해석함이 타당(대법원, 2003다40729)하다.

일반적 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

동 조항에서‘명백한 의도’
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은 고

위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용인이 부당한 재산상 취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

‘피보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에 족하

여 그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고용인에게 이러한

므로 그러한 손해는 담보되어야 하나, 금융거래상의 손

부정재산 취득의 고의가 없다면 담보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의 경우 고용인이 자신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야 한다.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제3자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하지만 최근 FIB 2004 Form 24 등 많은 약관에서 의

취하도록 하는 고용인의 부정직 또는 사기적 행위는 담

도 (Intent)의 표준을‘Manifest intent’에서‘Active

보되지 않는다.

and conscious purpose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목적)’

FIB 2004 Form 24의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서

으로 수정하고 있고, 이는 미국 내 몇몇 판결에서 법원

‘Financial benefit’
문구는 부정직한 음모 등으로 발생

이‘Manifest intent’
에 고의의 불법행위개념을 적용하

한 보너스나 기타 보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여 고용인이 그의 행동에 대하여 당연하고 있음직한 결

실하게 하기 위하여‘Improper financial benefit’
로

과를 의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결과

개정되었으며, 대출거래에 대해서는 고용인이 대출거

를 의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바 본질적으로 의도적

래의 당사자와 공모하지 않고 최소 2,500달러 이상의

인 행동처럼 좀더 엄격한 기준을 복원하는 의미에서 그

‘Improper financial benefit’
을 얻는 경우에만 담보

러한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있다.

3. 결론

득을 취하려는 명백한 의도(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가 있을 것 및 ⑤ 고용인의 재산상 이득 (Manifest

용인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intent to make and which results in improper financial

인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

gain for themselves)이 있어야 할 것 등이 있다.

항은 일반적인 손해(General losses)와 금융거래상의 손

금융기관종합보험의 고용인의 비행 (Fidelity)조항은 고

해(Losses involving loans or trading)를 구분하여 규정

용인의 부정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적이고 직접적

하고 있다.

인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영업을 수행하

담보를 위한 요건으로, 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는 과정(Business activities)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

(Dishonest or fraudulent acts)가 있어야 할 것, ② 전적으

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의도(Manifest intent)

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Loss resulting solely

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

and directly)일 것, ③ 고용인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도 또는 부당한 재산상 이득의 취득의도가 있는 경우에

행위와 그로 인해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한하여 담보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금융거래상의 손해에

손해(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있어서는 그러한 의도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고용인 스스

of fraudulent acts by employees)와 인과관계가 존재할

로가 부당한 경제적 이득(Improper financial gain)을 취

것, ④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

해야만 동 조항에서 담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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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방안

1.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에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국내의 경우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환경

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대

위험오염만을 담보하는 개별보험은 아직 없으며 환경오

응을 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의

염에 대한 담보제공은 배상책임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

경우 적법한 활동의 결과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가 부수

약관의 추가특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

적·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환경오

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진적인 환경오염까지 보상하는

염피해의 배상액은 거액인 경우가 많아서 배상책임을

형태의 보험은 판매되고 있지 않다 2).

지는 기업으로서는 힘겨운 재정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CGL보험), Package보험

따라서 종래와는 다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제도적 구

및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형태로 급격하고 우연한

제방안의 하나로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

오염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장애, 재물손해,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Die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을 담보하고 있다. 대부

Versicherung der Umwelthaftung)의 도입이 요청되는

분 Package보험의 제4부문 일반배상책임보험(GL)에서

바, 이는 책임의 분산을 통한 가해기업의 보호뿐만 아니

오염배상책임담보 확장담보조항을 추가부보하는 형태

라 무자력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확보를 위해서도 필요

이며 일부 CGL보험 및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부

하다1).

보하고 있다.

손해보험이다.

계약체결시에 환경조사, 환경컨설팅의 제공, 그리고 이
를 통한 기업환경보전활동의 백업, 노하우를 살린 기업
경영의 슬림화 등의 이점이 있다. 이 보험이 가지는 이

3.	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제도

점을 살릴 수 있다면 기업환경보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1. 독일

경영의 합리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종래 독일에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일반배상책임보험,
수질오염책임보험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신환
경오염배상책임보험모델 (HUK-모델)이 성립됨으로써

2. 국내 환경오염관련 보험의 현황

기존의 보험은 이에 흡수되었다.
독일 환경책임법 (Umwelthaftungensgesetz)에 의한 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환경오염사

설소유자는 이 법의 적용지역 내에서 사업경영의 권한

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애,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 있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연방정

1) 환
 경정책기본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오염원인자가 파산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실제
이행과정상 많은 비용이 소용되고 그 실효성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추
 가특약의 계약건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의 공장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문약관계약과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오염사고담보 추가특약의 요율은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한 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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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 주정부에 의한 신탁 또는 보증, 이 법의 적용지역

3. 일본

내에서 사업경영의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은행)의 책임

일본에서는 1992년 6월부터 일본의 AIU보험과 일본화

보험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하는 신탁 또는 보증 가운데

재해상보험 및 安田화재해상보험의 3사가 공동으로 환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3). 이들 중에서

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5). 이 보험

보험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은 기업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

독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는 인적손해, 물

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오염정화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적손해, 재산손해, 토양,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환경

서 이에 따라 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능력을 확

영향, 점진적인 손해, 영업의 법적 대표자와 대표자가

보하고 문제의 조기해결과 피해자구제에 기여하는 것을

보험가입대상인 영업을 지휘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고

목적으로 한다.

용한 자의 인적배상책임 등을 보상한다.

이 보험의 특징으로서는 이제까지의 일반배상책임보
험에서는 면책이 되고 있는“배수·배기에 의하여 생긴

Proposal
제언

2. 미국

배상책임”
을 담보하며 급격한 사고에 의한 환경오염뿐

미국에서는 포괄적환경보상책임법 (CERCLA 일명

만 아니라 계속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오염도 담

Superfund 법)과 자원보호회복법(RCRA)의 도입에 따라

보한다. 오염정화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국가기금인 Superfund가 창설되고 또 오염에 대해 연

서 부담하는 비용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오염정화

대, 무과실 엄격책임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일반배상책

명령에 의한 지출에 대해서도 담보한다. 보험인수시에

임보험 및 상사재산보험에서의 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

는 사전에 반드시 인수대상별로 위험 (Risk)조사를 실시

임과 자원보호 및 복구비용담보를 구하려는 시도가 제

한다. 담보하는 배상책임으로는 타인의 신체장애, 재물

기되었다. 그리고 점차적인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손괴 외에 재물의 사용불능, 어업권·입어권의 침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었다.

포함한다. 보험책임발생의 요건으로서‘배상청구기준’

그러나 엄격, 무과실, 연대책임 등으로 일단 책임당사자

(Claim Made Basis)을 채용하고 동일 또는 관련된 환경오

가 되면 엄청남 부담을 지게 되고, 이러한 부담이 보험

염에 기인해서 제기된 일련의 배상청구는 모두 하나의

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전해짐으로써 보험위

배상청구로서 취급한다.

기를 맞이하였으나 그래도 미국에서는 최근 10여년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많은 보
험사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4).

3) 독일환경책임법 제19조 제2항
4) 현
 재 미국의 환경보험시장은 대규모 보험회사나 환경관련보험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회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미국 내 환경오염배상책임
보험관련시장의 80% 이상은 AIG Environmental, XL Environmental, Zurich 3사가 점유하고 있으며, 그외 Chubb Group, Hartford
Financial Service Group, Kemper, United Capital, Seneca 등의 보험사들이 있다.
5) 이
 후에 여러 회사가 이 보험의 인가를 취득하였다. 일본에서는 현재 AIU보험, 日本火災, 安全火災, 스미토모해상, 미츠이해상 등에서 환경오
염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4.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법적성질

지역의 오염을 복구하고 제거하는 오염정화비용도 부담
한다. ③ 보험금지급방식에 있어서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기준방식이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므로 환

상청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보험인수시에 반드시

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법적성질은 책임보험의 법적성

보험인수대상에 대하여 미리 개별적으로 위험도조사를

질에 의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

실시한다.

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
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 속한다.
손해보험을 물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눌 경우 환경오
염배상책임보험은 재산보험에 속한다. 그리고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일어난 손해를

5.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방안

진다.

(1)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수립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① 보험사고에 있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정책은 오염물질 배출경감과 자원

어서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등에는 효과를 발휘하였지만 환경사고 발생시의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외에 점진적인 환경오염

대처와 사고발생자의 책임이행 등 사후대책부분에서는

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보험의 보상범위에 있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기능에 의하여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과 환

인 제3자의 신체손해, 재산손해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경피해에 대한 책임이행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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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극보험의 성질을 가

는 인센티브방안 등의 정부정책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해 제도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

즉, 환경오염배상책임을 통하여 기업은 손해배상에 필

험사는 환경오염사고 인수경험이 있는 재보험사와의 공

요한 재정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이

조체제를 유지하여 환경오염 관리서비스능력을 습득하

충실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환경오염의 피

고 우리 현실에 맞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시장을 형성

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부담을 덜게 되어 사회적

해 나가야 한다.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6). 따라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
험은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차원에서 시장시스템의 작동

2. 의무보험의 시행과 환경책임법의 제정

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억제와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1) 의무보험의 시행

역할을 한다.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시에
는 의무보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그 이유는

Proposal
제언

(2)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대책수립

① 환경오염위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에 대한 인식이

기업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위험수준에 비하여 낮아 임의보험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

지나치지 않으며 단순한 환경사고예방이나 사후수습차

가입률이 저조하여 운영이 곤란할 수가 있다. ② 심각한

원이 아니라 경영의 틀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

역선택의 문제로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성

야 한다.

립이 어렵다. ③ 보험가입자인 기업의 자발적인 보험가

일반적으로 환경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

입 기피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④ 신시장에 대한 위

들의 경우 충분한 배상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험 부담, 취약한 담보력, 불충분한 시장수요 등을 감안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기업

할 때 보험자가 인수를 거부·회피할 우려가 있다.

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따라서 보험사가 상품화하여 시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효과적인 위험관리방식이다. 기업은 자사의 위험관리상

바, 동 보험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하

태 및 정도에 따라 차별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

다. 위험시설을 유형별, 위험도별로 분류하여 의무보험

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위험관리서비스 및 안

가입대상을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임의가입하는

전진단을 통하여 사고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방법으로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보험운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사의 적극적인 준비

보험사는 환경부, 환경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2) 환경책임법의 제정

구축하고 환경사고피해사례발표, 외국의 환경사고관리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과실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환경오염피해에

6) 환
 경오염사고 발생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국가가 복원비용 및 배상책임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환경보험을 통한 보상으로 경감시킬 수가 있다.
7) 연
 대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성행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환경오염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은 오염피해노출 요인을 더욱 증가시키게 할 수 있고, 기업도 오염방지주의를 소홀히 할 수가 있음을 유의하여 제도를 구상하
여야 한다.

생하게 된다.

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을 실무에

따라서 환경오염위험을 보험사에 전가시킬 수가 있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책임법의

계약자의 자발적인 사고예방을 유도하며 환경오염사고

제정이 필요하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환경분쟁의 원활한 해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배상책

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

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그

염피해에 대한 보상능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러나 이 보험에서 부담하는 리스크의 빈도를 정량화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도입 및 운영하

기 위한 발생빈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등 보험실무

고, 보상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방안검토와 독일

상으로도 이후에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의 환경배상책임법과 같은 개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2000년에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환경오염손해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 대한 배상책임법안8)이 발의되었으나 아쉽게도 폐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

된 바 있다.

련하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능력을 확보하는 작업
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사가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거나

6. 맺는말

인수하기 위해서는 환경위험의 종류, 환경오염사고의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서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예상손해
를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영을 도모하여야 하는 상황속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제

조사하고 계약을 인수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

도의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기업이 다

경오염유발업체에 대한 사전위험관리제도의 마련, 환경

양한 환경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운영을

오염관련 상설전문기구 및 환경손해사정기관 등이 설치

하게 되면 오히려 파산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무엇보

되어야 하며 공동보험제도 및 재보험제도 등이 모색되

다도 피해자의 조기구제와 환경회복에 많은 문제가 발

어야 할 것이다.

8) 이
 안은 환경오염손해의 정의, 책임법리(무과실책임, 연대책임), 구상권 및 손해배상조치의무, 보험자의 자격, 가해자의 입증책임, 배상방법,
사업자 정보청구권, 양벌규정 및 과태료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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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실

2014년 주요 고액사고
재 물
종목

업종

가

정유업

1월

전남

선박충돌로 피보험자 소유의 부두시설구조물 파손

740

나

광학필름제조업

3월

충남

미확인 정전기에 의한 유증기 착화로 화재 발생

552

다

PCB제조업

3월

경기

공장동 작업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건물 및 재고피해 발생

513

IT서비스업

4월

경기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 등에 연소피해 및 소방피해 발생

381

고무타이어제조업 9월

대전

물류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와 타이어 완제품 전소

344

전남

석탄저장소가 붕괴되어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 및 인근 저장소에
피해 발생

309
274

마
바

항만하역/
보관업

사고월 사고지역

발생
손해액

계약자

라

재산종합

(단위 : 억원)

2월

사고내용

Appendix

사

생활용품제조업

4월

대전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로 집기 및 재고동산, 건물 등이 소손

아

전자제품제조업

2월

광주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97

자

비철금속제련업

5월

울산

냉각수가 내부로 유입되어 수증기폭발을 일으킴

92

차

식품제조업

2월

경기

급속동경시설의 냉매로 사용되는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 발생

91

카

화학제조업

1월

울산

전해조의 과도한 차압에 의해 멤브레인이 손상되는 사고 발생

91

부록

타

에너지업

10월

경기

스팀터빈 발전기 내의 고정자 손상으로 지락 발생 및 스팀터빈 가동 중단

90

파

식품제조업

1월

인천

냉동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재고자산 등에 피해 발생

72

하

유통업

8월

부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백화점 지하 기계실, 검품장 및 창고 등이 침수됨

59

화재

A

PCB
보드임가공업

2월

충북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공기구 등이 전소

50

재산종합

B

물류서비스업

10월

경기

원인미상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창고 등이 소손

50

기 술
종목

(단위 : 억원)

업종

가

건설업

7월

제주

태풍 너구리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케이슨 및 기타 목적물이 파손되는
사고 발생

66

나

건설업

7월

제주

태풍 너구리로 인하여 유실 등 풍수재피해 발생

22

전자기기

다

IT서비스업

4월

경기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 등에 연소피해 및 소방피해 발생

20

EAR

라

에너지업

11월

충남

화력발전소 조립공사 중 차단기 트립사고 발생

20

마

철도서비스업

11월

전북

복선전철 노반공사 중 연약지반 성토구간 일부에 슬라이딩 및
밀림현상 발생

20

CAR

CAR

사고월 사고지역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계약자

바

건설업

10월

울산

태풍 봉퐁으로 인하여 호안공사 유실사고 발생

19

사

건설업

5월

경기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동건물 1~4층에 연소피해 발생

18

아

건설업

8월

부산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철골구조물 일부가 붕괴됨

16

자

건설업

8월

부산

집중호우로 공사현장 지하에 적재된 내장재 및 설비자재 등에 침수피해 발생

15

차

건설업

11월

전남

건조기 시운전 중 발생한 원인미상의 폭발로 건조기 및 부속설비 등에
피해 발생

15

카

건설업

8월

경남

집중호우로 절토사면 붕괴

13

타

건설업

7월

충북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로 지하층 침수 및 침수로 인한 장비 손망실

13

EAR

파

에너지업

2월

충남

보일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뒤가 들림에 따라 헤더가 지면으로 추락

11

중장비

하

건설업

7월

경남

이동중 지반불량과 운전부주의로 인해 연약지반으로 쏠리며 보조크레인과
충돌

10

CAR

A

건설업

7월

제주

태풍 너구리로 정비공사의 기시공된 동방파제 TTP가 유실

10

EAR

B

방위산업

2월

울산

작업부주의로 인한 잠망경 파손사고

10

CAR

C

건설업

8월

서울

원인미상 사유로 지하차도 상부 및 하부에 싱크홀과 동공이 발생되는 사고

10

특 종

(단위 : 억원)

업종

사고내용

일반배상

가

정유업

1월

전남

선박충돌로 피보험자 소유의 부두시설 구조물 파손

277

상해

나

여행업

4월

전남

여객선이 진도군 인근해상에서 침몰

272

다

IT서비스업

4월

경기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 등에 연소피해 및 소방피해 발생

150

라

설계감리업

2월

전남

MOV 오작동으로 가스터빈에 트립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 발생

20

마

설계감리업

3월

인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석탄저장소가 붕괴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됨

20

일반배상

바

숙박업

4월

부산

전산실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대인, 대물손해관련
배상책임 발생

14

전문배상

사

금융업

1월

서울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됨

10

기타특종

아

스포츠단

11월

서울

프로구단 우승에 따른 상금 지급

10

(단위 : 억원)

사고월 사고지역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종목

계약자

업종

적하

가

자동차제조업

4월

한국~미국

선박에 자동차를 싣고 향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 내의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

969

나

선박건조업

11월

울산

기관실 내부에 난연성능의 천막을 치고 열풍기를 가동 후 화재 발생

244

다

선박건조업

2월

경남

마감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접으로 인한 불꽃이 튀어 화재 발생

229
166

라

완성차운송업

4월

중국

선박에 자동차를 싣고 향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 내의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

마

선박건조업

12월

경남

건조중이던 참치선망선에서 안벽 보온재작업을 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

120

바

여객화물운송업

4월

전남

여객선이 진도군 인근해상에서 침몰

114

사

원양어업

11월

남태평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

108

적하

아

선박건조업

8월

선박

자

원양어업

12월

적하

차

선박건조업

12월 프랑스~부산 화물고정용 Stopper 제거작업 중 화재가 발생

66

선박

카

선박건조업

4월

울산

건조작업 중 화물창 내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 발생

66

7월

광주

비행 중 추락사고

선박

거제~울산 해상운송중 일부 고박장치가 끊어지며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
러시아

조업중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

87
75

항공

타

공기업

적하

파

화학제조업

11월 미국~한국 하역 전 샘플테스트 실시결과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변색 발생

59

하

화물운송업

12월 말레이시아 항해중 본선 Compressor room에서 폭발 및 굉음과 함께 화재 발생

54

A

화물운송업

7월

51

선박

호주

62

철광석 선적 중 기관실 내 발전기에서 화재 발생

※ 발생손해액은 2015년 2월말 기준금액으로 추후에 변동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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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전문배상

사고월 사고지역

발생
손해액

종목

우리가 쉽게 화내거나
불안해 하거나
평온을 잃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회가 오리라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되리라는 것을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책속의 한줄『1cm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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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5028
Fax : (971 - 4) 355 - 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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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