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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corner

여성리더 15인이 전하는
그리고 특별한 조언!
‘내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결단’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는 걸까...!’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 기자들이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여성리더 1호’
와 업계에서 1인자로 등극한 파워여성들을 밀착취재해서 꾸며졌다.
국내 최초 여성은행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사시출신 최초 여성 변호사이자 최초 여성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여성가
족부 장관, 고졸출신 순경으로 시작해 경찰청장 다음의 최고위직 치안정
감에 오른 이금형 전 부산경찰청장, 여성최초 국내 금융사 CEO를 역임한
손병옥 푸르덴셜생명 회장, 삼성증권 최초 여성임원 이재경 상무, 42년
포스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임원이 된 오인경 상무, 1세대 여성 IT벤처기
업가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회장, 전국에 104개 직영매장과 헤어교육기
관을 운영하는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등 15인의 리더들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었다.
이들의 인생을 바꾼 드라마틱한 결단의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커
리어와 사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결정적 순간이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다양한 상황과 입장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
다. 그들은 이러난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결단의 지혜와 통찰’
로 극복한
경험담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분야의 최고가 되기까지 고군분투하고, 끈질기게 버티고 도전하는 승부수로 오늘
을 일구어낸 여성리더 15인들은 한결같이 여성창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특히 안정지향적인 선택, 리스크없는 선택만을 쫓기 쉬운 오늘날의 젊음에게‘도전의 가치’
와 결단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과정의 힘’
을 가감없이 들려주고 있다.
결단은 혼자가 아니라‘함께’완성하는 것_ 권선주 기업은행장
‘내 가슴을 뛰게하는 일’
을 찾아 도전하라_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_ 이금형 전 부산경찰청장, 현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결단의 명제,‘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_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경력단절여성, 편견과 유리천장을 뚫고 도약하다_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회장
결단의 기준,‘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가’
_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익숙함과 관성을 깨기 위한 결단_ 박정림 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마흔넷 전업주부, 맨땅에서 창업을 결심하다_ 이민재 엠슨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안전지대너머‘치열한 삶’
을 선택한 결단_ 삼성증권 이재경 상무
인생의 좌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_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회장
정말 하고싶은 일, 남들이 가지않을 길을 찾아서_ 오인경 포스코경영연구원 행복한일터만들기 TF팀장(상무)
결단은 결국‘어떻게 책임질것인가’
의 문제_ 권지혜 삼홍테크 대표
‘더 큰 세계에서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
는 열망 _ 이스란 보건복지부 과장
가장 안정된 순간 떠날 수 있는 용기_ 김연경 서호주관광청 이사
탈북자에서 보험왕, 박사에 이르기까지‘도전과 결단’
의 여정_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탈북여성 1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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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1. 서론

시설을 운영할 때 중요한 부분은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이다.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위험성을 평가하는 장

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둔 위해관리계획과는 달리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는 화학

주택가의 창문이 깨지고 지진으로 오해할만큼 큰 폭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

사고가 연쇄반응으로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다.

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 이 사고는 화

취급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장외영향평가를 받은 후

학물질취급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취급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취급시설의 관리기준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검

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글에서

사와 진단 등 안전관리활동을 해야한다. 화학물질관리

는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의 근간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법에서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 제24호

서 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의

~26호와 시행규칙 제21호~제26호, 시행규칙 별표

주요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5에 정의되어 있다. 취급시설관리에 포함된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제도

은 취급시설의 배치와 설치, 관리기준, 검사기관운영,

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다. 그러나 화학물

정기 및 수시검사, 안전진단, 개선명령, 자체점검 등

질관리법에는 위의 두 가지 제도 말고도 화학물질을 안

이다. 그 외에‘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취급시

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설의 검사 및 진단방법’
‘수수료 부과기준’
‘시설기준’

림 1.을 보면 화학물질의 유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 취

에 대한 내용은 표 1.에서 보듯이 환경부와 화학물질

급시설관리, 영업자/취급자 관리분야의 적용범위와 대

안전원의 고시와 훈령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상이 어떻게 다양한가를 알 수 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화학물질관리

사고대비물질

영업실적보고

통계조사

GHS

사고신고

배출량조사

허가물질

제조/수입/
사용허가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유독물질

수입신고

취급시설관리

(415종)

[설치 전]

[설치 후]

영업자/취급자

영업허가

취급기준 준수

(금지물질 제외)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설치기준 준수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자체점검

일반화학물질

그림 1. 화학물질 유형별 주요 관리내용

안전교육

진열보관
운반계획서
취급의 도급

위해관리계획
(지정수량 이상)

관리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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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영향평가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에 중점을

Risk & Insurance

지난 8월 12일에 중국 텐진항의 화학물질보관창고

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및 검사관련 규정
구

분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방법
수수료 부과

명

칭

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2호

(2014.12.31. 제정)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방법에 관한 규정

(2015.3.10. 개정)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방법에 관한 세부지침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 제1137호
(2015.1.18 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1호

(2015.3.10 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3호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2014.12.31. 제정)

시설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4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2014.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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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로 세분류하여 각각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

관이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외

준은 시행규칙 별표 5가 핵심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

배관에 대한 기준이다. 따라서 건축물은 없으며 대신 위

듯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치장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사업장 내부의 배관은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실내 저장·보관시설 및 설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별표 5

비’
‘실외저장·보관시설 및 설비’
‘지하저장·보관 시

에 제시된 세부기준이 모두 412항이며‘유해화학물질

설 및 설비’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
‘배관이송시설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

설비’
의 6가지로 나누었으며, 각 시설 및 설비는 또 다

원 고시 제2014-2호)’
를 통해 추가로 제시된 11개 기준

시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기타항목으

을 고려하면 총 423개 조항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제시

이중‘배관이송시설 및 설비’
는 사업장 내부에 있는 배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차량운반
시설 및 설비

배관이송
시설 및 설비

건축물(11개항)

건축물(15개항)

건축물(5개항)

건축물(2개항)

건축물(5개항)

위치장소(2개항)

배관밸브(18개항)

배관밸브(제조사용동일)

배관밸브(제조사용동일)

배관밸브(2개항)

배관밸브(5개항)

배관밸브(20개항)

사고예방(30개항)

사고예방(49개항)

사고예방(48개항)

사고예방(14개항)

사고예방(47개항)

사고예방(30개항)

피해저감(10개항)

피해저감(11개항)

피해저감(12개항)

피해저감(1개항)

피해저감(7개항)

피해저감(12개항)

기타(4개항)

기타(4개항)

기타(4개항)

기타(4개항)

기타(4개항)

기타(4개항)

그림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항목

되고 있다. 여기서 모든 항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많

는 방류벽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은 사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방류벽과 방류턱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한 내용을 추려서 정리하였다.

한정되며 사업장의 자의적인 판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트렌치는 방류벽을 대신할 수 없다.

2.1 보관저장시설의 방류벽 설치

실내 저장시설의 경우는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실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관련규정 중 대표적으로 강화된

내 저장탱크에 보관·저장하는 방류벽을 설치해야 한다

부분은 방류벽설치에 대한 규정이다. 방류벽은 액체 유

고 되어있으나 별도로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

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실외

문에 실외 저장탱크주변 방류벽기준(별표 5 제3호라5)을

저장·보관시설의 주변에 설치되는 방류벽의 용량은 내

준용하여 설치하기를 권고한다.

부에 설치되는 설비 중 가장 큰 설비용량의 110% 이상

로 제한된다. 또한 방류벽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 저

안전을 위해 강화된 또 다른 조항은 방지턱의 설치이

장·보관설비의 개수도 10개 이하로 제한하였다. 다만

다.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시설 (적재하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

나 하역하는 시설포함)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2호)”
를 통해 인화점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높이 15cm 이상의 방지턱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과 설치하는 모든 시설의 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말이나 미립자형태가

량이 20만ℓ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

아닌 비수용성 고체상태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설치

만인 유해화학물질은 10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

하지 않아도 된다. 방류턱은 물질확산을 막기 위해 꼭

록 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강산과 강염기를 혼용

필요한 시설이지만 상황에 따라 운반차량이나 지게차

하거나 산화성과 인화성 물질을 혼용하여 보관·저장할

등이 통행할 때 방류턱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수 없다. 또한 방류벽과 실외저장 설비 옆판까지의 최소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방류턱 대

거리를 1.5m 이상으로 해야하는데 이때 거리는 설비의

신 트렌치를 설치하여 누출된 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높이와 지름을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준으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인정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로 정해야 한다.

트렌치의 용량, 깊이, 면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지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는 방류벽을

만  운반차량의 최대용량을 고려하여 트렌치 용량을 갖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 저

추거나 운반차량의 유출사고발생시 비상연락, 초기·

장탱크 주변에 방류벽을 설치하지 않고, 유출된 물질이

응급대응 등 자체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 등

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도록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

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탱크로

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시설의 경우 물리적 공간의 제

리용량의 1/4~1/3으로 트렌치용량을 갖추어 설치하

약으로 방류벽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속하게 감

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지게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경보하여 폐수처리장 또는 용량이 고려된 집수조로

1회 운반량의 110% 이상 용량의 트렌치를 설치하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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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출방지를 위한 방류턱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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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야하고, 높이는 0.5m 이상, 면적은 8만㎡ 이하

2.3 관리기준 적용의 유예

유예기간 동안 관리를 위해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중 인화성이 있는 물질 중 상당수가 위험

설치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기존시설)은 2019년 12월

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

31일까지는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

다. 따라서 이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표 3, 별표 4, 별표 8의 내용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검

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두 가지의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

사와 진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 따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별표 5를 적용할 때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
한 설치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위험물안전
관리법에서 관리되는 항목은 모두 인정함으로써 중복규

3.	취급시설 검사제도

Focus
초점

제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특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유독물을 대량

별한 기준이 없거나 사고예방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

으로 취급(연간 5,000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 액체나 가스

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에는

인 유독물을 200톤 이상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시설만 정

화학물질관리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혹시 모르는

기검사와 수시검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화학물질관리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법’
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검사와 정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기존법에 비해

기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검사는 전문기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운영 중인 기존시설을 바

관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

뀐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

공단, 가스안전공사가 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에

취급시설관리를 위한 검사와 점검은 시설을 가동하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

전과 가동한 다음으로 구분된다. 시설물을 가동하기 전

법’
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취급제한·

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

받은 후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시설

지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유예기간

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먼저 수립

을 주었다. 영업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시설의

한 다음에 시설물을 착공하기 30일 전까지 장외영향평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이 유예되지만 2019년까지 화

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

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변경한 후 시설검사

다. 장외영향평가서가 적합판정을 받으면 사업자는 취

를 받아야 한다.

급시설의 설치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검사전문기관에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은 증빙자

신청하여 설치검사를 받게 된다. 설치검사는 말그대로

료 (착공계 등)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시설로 간주하여 동

시설이 완공된 상태에서 최초가동 전에 검사를 실시하

일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다만 취급시설에서 말하

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

는 착공은 터파기 등 사업장공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시설을 가동해서는 안된다. 설치

장외영향평가제도에서 정의하는 착공은 해당 설비에 한

검사를 통과하면 그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유역청

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관리)에 영업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영업허가서가 발급

시설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운영자]

시설가동 전

제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착공 30일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서 신청

설치검사

결과통보

[검사기관]

제출

신청서 검토/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허가서발부

취급시설 가동·운영

시설가동 중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점사수행 : 검사기관
•영업허가 대상 : 매년
•영업허가 비대상 : 매 2년

•점사수행 : 검사기관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명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진단
•진단수행 : 검사기관
•[특별진단]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 우려 시(20일 이내)
•[정기진단]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기준 :
고(4년), 중(8년), 저(12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부적합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그림 3.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취급시설 관리체계

부, 액체·기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

는 과정에서는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

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보관용기가

단이라는 네 가지의 점검이 있다. 이중 사업장에서 스스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탱크

로 해야하는 자체점검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로리나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

점검을 구분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상·노후화 여부, 그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
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등이다.

3.1 자체점검

자체점검의 양식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자체점검은 다른 검사와는 달리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자체점검양식은 법정서식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별지서식에 맞춰 사업장 스스로 매주

사업장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업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는 취급시설 사용자가 쉽

장 상황에 따라 추가점검사항이 있는 경우는 서식 뒷면에

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자체점검은

별도로 첨부하여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점검대장을 전

유예기간이 없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과 동시에 적용이

산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취급자가 상시

되었기 때문에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서는 특히 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경을 써야 한다. 자체점검에서 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자체점검은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하게 되

은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

어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관리자가 모두 할 수 없는

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여부, 고체상태 유해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작업자 등 점검에 필요한 인력

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

을 지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면 인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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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비로소 해당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을 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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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화학물질안전원장]

신청

취급시설 설치

•점검수행 : 사업장 자체
•주1회
•별지 42호(자체점검대장 11개 항목)

적합성검토/이행평가

결과통보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화학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대상이

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취급시설 자체점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화

검에 필요한 조치를 총괄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시설·

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설비별로 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과다한 인력소요를 줄이

대상 중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게 되면 시설

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모를 고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려하여 일정구간이나 공간마다 시설·장비의 유형별로

취급시설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시설

묶어서 자체점검대장을 관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적용이 5년간 유예되어 있다. 그
러나 검사와 안전진단은 유예되지 않고 기존시설이나

Focus
초점

3.2 정기·수시검사와 안전진단

신규시설이 똑같은 주기로 받아야 하므로 시설기준의

정기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유독물질영업허가

적용에 괴리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

대상여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르다. 유독물질영업허가

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 사업장은 매년 1회 받아야 하지만 영업허가대상이

와 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즉 검사와 안전진단은 화학물

아닌 사업장은 2년에 1회 받으면 된다. 수시검사는 화학

질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 기준은

물질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7일 이내에 받아야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기준과 유독물관

다. 또한 사고의 우려가 있어 관할 환경유역 (관리)청의

리기준, 검사·안전진단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

장이 검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

를 위하여 환경부고시에서는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에 대

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우선 정

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신규시설의 설치·

기·수시검사결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정기·수시검사를 할 때는‘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설비가 침하, 균열, 부식 등으로 인해 안전상의 위해가

방법에 관한 규정’
의 별지 4~15호를 적용한다. 반면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취

한 장외영향평가결과에서 받은 위험등급에 따라 주기를

급시설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할 때‘취급시설검사

차등적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고위험등급시설은 4년,

및 안전진단방법에 관한 규정’
의 별지 16~21호를 적

중위험등급시설은 8년, 저위험등급시설은 12년마다 안

용하게 된다. 이 규정은 기존시설에 대한 유예가 끝나는

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기존시설은 별

취급시설의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5의 적용이 유예가 된 것이지 면제된 것이 아니기 때

환경부의 고시와 훈령에 마련되어 있다. 환경부고시 제

문에‘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검사를 할 때 화학물

2015-30호‘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방법에 관한 규

질관리법상의 시설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 (2015.3.10. 개정)’
에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

전문기관에서 취급시설검사와 안전진단을 할 때 확인

사의 대상과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진단수수료 등 산정은‘취급시

설치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

설검사 및 안전진단방법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

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받아야 하며 정

1137호, 2015.1.18. 제정)’
과‘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

기·수시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단 수수료부과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31호,

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변한 취급시설검사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4.12.31)
설치
검사

시기

없음

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완료

항목

없음

제조·사용, 저장보관 등 총 331개

검사기관

없음

전문검사기관

1회/년

1회/년(영업허가 대상),1회/2년(영업허가 비대상)

시기
정기·수시
검사

대상
항목

유독물 대량취급시설(연 5,000톤 이상 제조·
사용, 가스 또는 액체 200톤 이상 저장·보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조·저장, 저장·보관 등 총 41개

제조·사용, 저장·보관 등 총 331개

검사기관

시·도지사

전문검사기관

수시검사

화학사고발생 15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7일 이내

시기

정기·수시검사결과 안전상 위해 우려 시

(특별) 정기·수시검사결과 안전상 위해 우려 시
(정기)	장외영향평가위험도 등급별 : 매 4년(고),
8년(중), 12년(저)

대상

안전진단명령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

항목

취급관리 등 364개

제조·사용 등 총 195개 + 지적항목

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검사기관

진단기관

※ 신규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항목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방법에 관한 규정 별지 4~15호 적용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항목 : 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방법에 관한 규정
별지 16~21호 적용(2019.12.31까지)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화학안전설비를 포함시켰다.

전문검사기관에서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결과보

중고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리스

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보고서는

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안전설비에 대해

20년간, 정기·수시검사결과보고서는 5년간 보존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소득에 대

야 한다. 문서보관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까지 받을 수 있

4.	취급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이 5년
간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기존 유해화학

말까지이므로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를 적용기한 이전에

물질관리법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유해화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용과 적용대상은 표 3.에 정리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의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회사의 경비증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중 세액공제의 대상

가를 의미하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

이 되는 시설의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세특례제한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

5의2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표 4.에 정리되어

호를 개정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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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0. 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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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단

화학물질관리법 ('15.1.1~ )

표 3. 산업계 화학안전설비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내용 변화
구 분

개정 전

적용대상

세액공제율
적용기한

개정 후

* 산업재해예방시설
- 일반 산업재해예방시설(산안법)
- 가스안전관리시설(고압법)

* 산업재해예방시설
- 일반 산업재해예방시설(산안법)
- 가스안전관리시설(고압법)
- 화학안전관리시설(화관법)

* 투자금액의 3%

* 투자금액의 3~7%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2014.12.31.

2017.12.31.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명시된 투자세액 공제대상 화학안전설비 목록
구 분

적

용

대

상

Focus
초점

1. 이상상태 발생 시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가. 원재료공급 긴급차단장치
나. 제품방출장치
다. 불활성가스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
라. 감지계측설비
마. 비상차단장치
바. 비상전력설비
사. 배관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2. 정상압력 초과를 차단하기 위한
압력상승방지시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라. 파열판
마. 호스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3. 증기, 가스 등을 시설외부로 배출하
는 강제 배기·배출시설

가.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4. 대기압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시설

가.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감시장
치 및 설비

가. 인화성ㆍ독성물질의 가스, 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독성누출사고를 미리 감지하
기 위한 가스감지기 및 경보장치
나. 설
 비에서 외부로 유출·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감지·경보장치
다. 작업자가 설비 이상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CCTV
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마.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경보장치

6.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설비

가. 방폭등, 방폭설비
나.‘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화염방지기
다. 피뢰침, 피뢰설비
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마.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 냉방장치
바. 방호벽

7. 저장량을 외부에 자동으로
표시하는 계량장치 및 설비

가.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다.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라. 유리게이지

8. 과충전방지시설

가.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나. 기준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9. 충돌 및 손상방지시설

가. 차량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나. 부속장치 손상방지설비(측면틀, 방호틀 등)
다. 밸브 손상방지장치(고정식 프로텍터, 캡장치 등)

10. 유출·누출된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설비

가.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집수설비

11. 긴급세척·세안시설

가. 세척·세안설비

※ 적용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

표 5. 산업계 현장의견을 반영한 주요 제도개선사례
항 목

문 제 점

개선내용

방류벽 바닥재질

일반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바닥을 불침투
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시설투자
비용발생

불침투성 콘크리트기준을 제시('15.4)하여 해당강
도 이상의 콘크리트 바닥은 불침투성으로 인정('15.

ISO탱크

탱크 내부 칸막이·방파판 설치 시 국제인증곤
란 및 품질문제발생

하반기)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격(IMDG)에 적합한 운송설비
는 내부에 칸막이·방파판 설치면제 특례 신설추진
('15. 하반기)

소량을 취급하여 유출된 물질이 건축물 외부로 유출
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기관재량으로
면제처리(적용중)

집수설비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제조·실내
저장시설도 무조건 설치의무

세척설비

외부에 설치된 긴급세척시설은 겨울철 동파 등
관리 어려움

방류벽

최대 설비용량(11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최소
높이 0.5 m 충족기준 정리필요

방류벽 내부 또는 외부 중 한곳이 충족되면 인정. 검
사기관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방류벽 높이에 대해 탄
력적으로 적용·운영(적용중)

실내
저장·보관
시설

폭발성이 없는 물질도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
는 재료, 주름·균열이 없도록 설치의무

실외저장 보관시설과 같게 폭발성 있는 물질에 대해
서만 적용('15. 하반기)

경사설치를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과다. 기존
설비철거 후 재시공 필요

시설주변에 트렌치(집수설비) 설치로 유출된 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대체 인정(적용중)

부지가 협소한 경우 1.5m 확보 곤란

물리적 제약으로 시설개선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운영방식을 대체 인정.
단 사업장이 해당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기술자료
를 작성하여 검사·행정기관에서 검증(적용 중)

(적당한 경사 확보)

저장탱크와 방류벽
이격거리
1.5m 유지

6.	맺음말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취급시설의 설치

현실에 맞게 꾸준히 개선시키고 보완하는 노력을 한다면

와 관리에 대한 많은 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폭발성,

제도는 성공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

인화성, 독성이라는 유해화학물질의 서로 다른 물성 때

와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문에 기준이 현실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시, 훈령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며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계속 수집하여 제도개선을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

위해 반영을 하고 있다. 특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개선사

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제도개선요구를 수집하여 개선

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기존사업장의 취급시설기준

특례조항 추가나 행정지침방식으로 우선 적용을 하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현장조사와 연구를 통해 물리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표 5.에 정리하였다.

적·기술적으로 시설개선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취급시
설기준의 합리적 운영관리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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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
구배설치

겨울철 동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가동중지 가능
(적용중)

Special

핀테크산업의 현재와 향후 과제
이 연 규 사무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1.	들어가며

미로는 핀테크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어렵다. 금융서비
스 중에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이

2~3년전만 해도 잘 쓰이지 않던 '핀테크'라는 말이

다. 기존의 금융시스템은 대부분 전산망을 활용하고 30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누군가는 열풍이라고 표현하기

여년 전부터 무인지급기(ATM)가 보급되어 왔는데 기술

도 하고, 금융혁신 또는 금융대혁명으로 일컫는 사람들

이 연계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도 있다. 하지만 용어가 널리 쓰임과 별개로 우리가 핀

그래서 일부에서는 ATM기기가 활용되던 시기를 핀테크

테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1.0,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는 시기를 핀테크 2.0, 현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 같다. 우선 우리

재 모바일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에게 다소 생소한 핀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

3.0의 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1)  최근에 언급되는 핀

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테크에서 포함된 기술의 의미는 굳이 3.0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IT기술, 특히 모

2.	핀테크의 정체

융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핀테크가 기존의 금융에서 이용되던 기술과 가
장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금융서비스에‘기술
이 활용’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기술이 결합 내
지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금융에서 기술의

Technology

역할이 금융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면 핀테크는 기술로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
하고 금융의 틀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

FinTech
(핀테크)
핀테크기업

다. 그렇다면 금융의 변화를 가져온 핀테크는 어떤 분야
들이 있을까?

3. 다양한 핀테크 영역들

핀테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어원적으

핀테크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로 보자면 핀테크 (Fintech)는 금융 (Financial) + 기술

쉽지 않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은 지급결

(Technology)의 결합어로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서비스다. 사실 이쪽 분야에 큰 관심이 없는 이에게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어적 의

물어보면 핀테크 자체가 지급결제부분에 국한되는 것

1) 핀테크 3.0(2015), 저자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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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개인화 등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된 신 IT기술과 금

표 1. 핀테크서비스 유형 및 대표기업(투이컨설팅, 2015)
유형

내

용

대표기업

지불결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간편한 지불결제프로세스 제공

삼성페이, ApplePay,
Square

대출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거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언뱅크드
고객에게 여신제공

헬로우월드, Zopa,
Lending Club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다수의 투자자 모집지원

KickStarter, Wadiz

데이터분석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하여 금융서비스개발과 활용에 유용한 정보제공

Algomi, Due Dil,
OpenGamma

개인 또는 소기업의 소득과 소비, 저축 등 개인화, 맞춤화 된 자산관리지원

Betterment, BillGuard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간편하고 낮은 수수료의 송금서비스 제공

Toss, TransferWise

디지털화폐를 생산, 보관 및 거래하고 지급결제에 활용

Bitcoin, Coinbase

통신기술, 위치 및 생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본인인증기술개발

Authentic ID,
BehaviorSec

개인자산관리
송금
디지털화폐
보안

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애플페이, 알리페이, 카카오페

4.	우리가 핀테크로 얻는 혜택

2)

Special

이, 삼성페이 등 지급결제서비스가 미디어에도 많이 노
출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지

지금 해외에서 활용되는 핀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특집

급결제 분야가 핀테크의 대표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송

핀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면 크게 세가지 정

금, P2P대출, 신용분석, 개인자산관리, 투자자문, 크

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의 이름을 한 새

우선 결제를 쉽게 해주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거

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 컨설팅업체

래할 수 있게 해준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소비자

의 자료에 따르면 핀테크 종류를 표 1.과 같이 분류하기

는 물건값을 쉽게 결제하고, 상인은 결제수수료를 지불

도 한다.

하지 않거나 결제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팔 수 있도록 해

핀테크의 영역은 앞으로 점차 넓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준다.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수도 없이 나올

두 번째로 쉽게 돈이 오가도록 해준다. 기존 금융권은

것이며 여러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형 서비스가 발생할

예금과 대출을 하며 예대마진을 통해 이윤을 얻었기에

수도 있다. 마치 스마트폰으로 전화기, PC, TV, 게임

개인은 상대적으로 돈을 예치할 때는 낮은 이율을, 돈을

기 등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빌릴 때는 높은 이율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렌딩클럽

분류 작업 자체도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나 프로스퍼 등 P2P 대출회사는 개인간 대출을 직접
중개하여 대출이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은행의 예금보

2) 2015.1.21. 실리콘밸리스토리, 이호찬 참조

다 높은 이자율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르면 국내 모바일시장 역시 2015년 1분기 사상 최초로

세 번째는 돈을 잘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자산관리

5조원을 넘겨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상황이다.

는 그동안 고소득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프

2008년 금융위기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

로그램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시스템이

켰던 계기가 되었다. 파생상품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이

개발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익만을 위해 운영했던 많은 금융회사들이 도산하거나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이런 자산관리서비스가 전문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막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한 피해로 이어졌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금융

한다. 이제 일반 개인도 쉽게 자신의 취향 및 투자방향에

회사에 대해 미국정부는 구제금융을 시행했으나 금융사

맞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들은 그 해 연말 성과급잔치를 벌이며 국민들의 공분을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핀테크는 과연 왜 이 시점에 등장

사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핀테크산업이 기존 대형

하였을까?

금융사들의 의존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것이다.

5. 핀테크 어느 별에서 왔니?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나 주목받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보
다도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급부상일 것이다. 1999년

전문가들은 모바일시장의 급격한 성장, 기존 금융권

B2B (기업간) 전자상거래기업으로 시작한 마윈의 알리바

에 대한 불신,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을 많

바는 B2C (기업과 개인간), C2C(개인간) 온라인쇼핑몰을

이 꼽는다. 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결제시장은

성공시키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3

2012년 1,631억 달러에서 연평균 35%씩 성장해 2017

년 간편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출시하여 8억명이 넘

년 7,2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계청에 따

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50조원(2014년)이 넘

글로벌 모바일결제시장규모(단위:백만 달러)

국내 모바일결제시장규모(단위:원)

721,389

5조7,200억
5조940억
4조9,100억

563,388
431,115
325,207
235,350
163,139
52,920

101,146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자료 : Gartner(2014)

3조9,300억
3조1,930억
2조8,220억
2조3,550억
1조7,290억
1조3,480억
1조1,270억

2013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4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5년 2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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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 등에서 핀테크가 주목받게 된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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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게 된

알리바바그룹 주가 1년 추이

(단위:달러)

(11월 10일)
최고가 119.5달러 기록
120

90

80
(2014년 9월 19일)
공모가 :
68달러

(9월 8일)
최저가 60.19달러

종가 : 93.89달러
2014년 9월

11월

2015년 1월

4월

7월

62.60
9월 14일

※ 출처 : 이투데이 2015.10.5, 아! 차이나-中경제 축소판 알리바바

Special

는 금액이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우리도 빨리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2014년 9월 뉴욕증시가 IPO를 단행했고, 역대 최고 공

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

특집

모가를 경신하며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중국기업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깜짝 데뷔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으로 다가왔고, 알리바바를 세계 최고의 그룹
으로 급부상하게 만든 간편결제인 알리페이가 무엇인
지, 핀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그즈

6. 우리가 핀테크산업발전이 늦은
것에 대한 변명

음 출시된 시럽페이, 카카오페이, N페이, 삼성페이 등 각종

영국과 미국 등에서 핀테크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

국내산 토종페이의 출현은 일반대중에게‘핀테크=간편결

유는 기존 은행들이 부과하던 수수료의 10분의 1수준으

제’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도 된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로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실

외에도 자산관리서비스인 위어바오도 성공적으로 운영

현이 가능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서비스를 이용하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핀테크산업의 놀라운 성장은 우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핀테크가 생활 속으로

리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핀테크산업

파고 든 것이다.

의 현실이 이야기 되었고, 세계 100대 핀테크기업(아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핀테크산업이 발전하는데 많은

리칸뱅커&BAI)에 우리나라 기업은 전혀 없다는 점, 세계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금융규제도 그중

금융경쟁력 순위가 87위3)(세계경제포럼)임이 알려지며

하나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장벽이 있다면 아이

3) 세
 계경제포럼(WEF)의 금융경쟁력 순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순위선정에 있어 각국 기업인 설문조사가 87.5%의 비
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조사의 성격이 높기 때문이다.

표 2.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각종 수수료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타행 송금수수료(건당)

400~1,200원

21,000~47,000원

42,000원

2,440~4,900원

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수수료(건당)

0~500원

19,000~27,000원

42,000원

1,900~2,930원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200원

5,500원

8,700원

4,800원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1~6%

2%

2% (2년내 상환시)
1% (3년내 상환시)

※ 자료 :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가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했었다는 데 있다. 우리는 금

이와 같은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유인을 소비자들

융을 과거 오랫동안 정부중심적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 느끼지 못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보급률이

공공기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은행

10%대로 현금 이외의 편리한 결제수단이 부족했기 때

들은 외국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로 운영

문에 그 틈새시장을 노린 알리페이가 쉽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각종 수수료를 비교하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면 국내 은행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발 앞서 발전한 전자금융으로 인해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핀테크서비스가 기존 은행에 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늦을 수 밖에 없었다.‘단기적으

해 월등히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며 시장을 넓혀나갈 수

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는 케인즈의 말처럼 새로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은행수수료가 워낙 저렴한

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지 못했던 우리는

수준이어서 굳이 핀테크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을 느끼

영국, 미국 및 중국 등에서 핀테크열풍이 몰아친 이후에

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국내에도 무료로 송금이

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늦은 출

가능한 많은 핀테크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각보

발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늦었

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인터넷뱅

더라도 한국의 현실에 맞게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킹이 발달했던 우리는 핀테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 더 중요할 것이다.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지급결제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과세자
료 인프라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하며 우리나라의 신용

7. 핀테크의 위험 및 보안문제

4)

카드 보급률은 88.7%(2014년, 한국은행)로 세계에서 손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것이 보안문

꼽히는 수준이다. 즉,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어

제다. 금융은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4) http://blog.naver.com/koreafintech/220499807573, 김규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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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서나 소액결제까지 가능해지며 굳이 중국의 알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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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금융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

도 신뢰가 중요하다. 만일 서비스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호이다. PG7)사의 신용카드 정보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아무리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라고 해도 아무도 이용

최초결제 시 한 번만 등록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설정한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간편결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나

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신

라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익숙

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5) 그것이 단

한 방식이지만 비밀번호유출의 위험이 있다. 비밀번호

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 보안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

대신 패턴인증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생겼고, 단순한 패

편결제서비스인 중국의 알리페이나 미국의 페이팔의 결

턴이 아닌 그래픽패턴을 통해 수억 개의 조합이 가능한

제 사고율이 0.3%~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픽인증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카드사의 결제사고율이 대부분 0.1%

최근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생체인증이다. 삼성페

미만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될 경

이와 애플페이에서 지문인증방식을 도입하면서 핀테크

우 각종 금융사고가 증가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서비스에 생체인식이 주목받고 있다. 생체인식은 사용

있다.6) 핀테크서비스는 편리해지는 만큼 위험을 내포하

자 신체의 특정부분을 분석하여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와 비교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비밀번호방

이나 웹상에서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여 그 정보를 활

식과 달리 유출의 우려가 적고 위조나 변조가 어렵기 때

Special

용해 부당하게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팔의 경

문에 보안분야에서 점점 더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

우 자체서버가 해킹당하지는 않았지만 계정이 연계된

문이나 홍채, 정맥 등을 이용하는 신체특징인식방식도

특집

이베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결제사고피

있지만 우리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본인인증에 활용하

해로 이어진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핀테크기술

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음성이나 서명, 자판입력, 걸

들은 많은 서비스와 연동되기 위해 오픈된 채널을 사용

음걸이와 같은 행동특성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안관리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의 미묘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이

실상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명의 형태, 속도, 압력

루어지고 있다.

등의 특징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기술, 사람의 걸음걸

그동안 우리는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본인인증체계

이를 통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

를 십여 년 이상 이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다. 하지만 아직 신체인증 및 행동패턴인증 기술들이

금융서비스의 활용을 막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다는

100% 정확한 인식률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유로 점차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안인증 기술로서 보다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서

다양한 대체보안기술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스의 안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현재 간편결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비밀번

보안이 인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

5) DMC MEDIA REPORT 2015. 04. 28
6) [집중취재]‘○○페이’우후죽순 늘어난 간편결제 서비스(한국일보 2015-05-15)
7) PG(Payment Gateway)사, 지급결재대행사

리 철통같은 인증체계라 할지라도 언제든 뚫릴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상거래탐지시스

8.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5년 8월 6일 대국민담화에

을 분석하여 그것에 크게 벗어나는 거래가 생길 경우,

서‘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래가 행해질 경우를 탐지

테크혁명이 세계금융질서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하여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

예를 들어 국내에서만 카드를 이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산업에서 더 이상

남아공에서 결제를 한다면 자동으로 결제가 차단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카드소지자에게 알려 이것을 결제한 사실이

핀테크를 통한 금융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셨다.9)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정부는 2015년 업무보고를 통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

위해서는 기존 결제패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인정

로 바꾸는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오프라인위주의 금융

보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제도 개편, 핀테크산업 성장지원 등을 통해 IT와 금융의

앞으로 핀테크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확산되기 위해서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는 번거롭지 않으면서 안전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보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금융혁신과 핀테크산업의

안 및 인증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해왔다. 핀테크기업에 대
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10)를 만들고 인

오프라인위주의
금융제도개편

규제패러다임전환

•사전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원칙
실질적 구현
•책임부담 명확화
•규제예측성 강화

핀테크산업
성장지원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모델 수립

•핀테크
지원체계구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핀테크기업
자금조달지원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결제부문
낡은 규제정비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8) FDS(Fraud Detection System), 거래유형을 분석하여 이상결재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사고예방모니터링시스템
9) 위클리공감, 핀테크‘금융빅뱅’번영의 고속도로
10) 국내 핀테크육성과 핀테크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 3월 30일 설립

20
21
2015 No.4 Vol.119

2015년 업무보고(금융위원회)

Risk & Insurance

템(FDS8))이다. 이상거래시스템이란 이용자의 결제패턴

Special

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11),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

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혁신하려는 자세가

입 등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산

필요하다.

업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

기존의 성공에 안주한다면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에서 경

년에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핀

쟁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회사

테크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시

가 핀테크기업과 제휴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술

킬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핀테크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

력을 흡수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핀

미래창조과학부도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IT

테크 인큐베이터 또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기업들이 핀테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금융과 IT가 연계된 혁신적 금융비지니스창출에 적극적

다. 우선 역량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원을 추진하고

으로 나서고 있다.14) 국내 금융기관들도 일부 이런 프로

있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소프트웨어(SW)공제

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

조합 공동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4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억원까지 투자 및 융자할 계획이며, ICT창업·벤처지원

핀테크 관련 IT기업들도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하

에 핀테크분야 기
프로그램인‘K-Global 스타트업12)’

고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를 출시한다면 앞으로 많은 성

업을 별도로 선발하여 지원 중이다.

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ICT기업이 개발한 핀테크기술이 금융서비스와 쉽

특집

게 결합하여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핀테크 API13)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관련 유망 벤처 및 스타트
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API화하여 금융서비

9. 협력을 통한 핀테크생태계 조성

스와 연계함으로써 핀테크 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앞으로 핀테크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

창출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혁신

분명하다.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

적인 신규 핀테크서비스가 사전검증받을 수 있도록 실

서는 무엇보다 핀테크기업, 금융기관, 정부간의 협력과

증 테스트환경을 조성하고 보안문제해결을 위해 전문보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기업이 금융을 보

안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 잘 이해하고 금융기관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규제개선 및 스타트업지원 등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

받아들이며 정부가 관련규제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체계

하지만 결국 핀테크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

가 형성될 때 핀테크산업 생태계는 건실하게 조성될 것

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융기관은 그 동안의 수

이라 생각한다.

(가칭)과 통신서비스업체인 KT의‘K-뱅크은
11) 2015년 11월 29일,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모바일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한국카카오은행’
(가칭)이 선정
행’

12)‘K-ICT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지향하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플랫폼
14)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56P, 정유신, 구태언 저

핀테크가 금융혁신을 위한 만능열쇠라고 생각하지는 않

과는 또 다른 금융이 있지 않을까? 향후 5년 내에 대부

는다. 핀테크가 가진 문제점, 유행처럼 번지는 핀테크에

분의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와 기계가 핵심

대한 관심은 경계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 하지만 글로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벌 금융의 흐름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예측이 있다15). 금융에서도 이런 지능정보화가 이루어

시점에서 기존의 것에만 얽매인다면 순식간에 도태하게

진다면 내가 언제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언제 돈을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많은 사례를 통해 충분

빌릴지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주는 개인 맞춤

히 알 수 있다.

형 자산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
면 자동으로 주문되고 결제되는 자동결제서비스, 환전
하지 않아도 어느 국가에서나 쓸 수 있는 전자화폐가 널

10. 나가며
그 때에도 핀테크라는 용어를 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테크 또는 금융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일상생활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다.
과연 미래의 금융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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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핀테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다.

리 쓰이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히 핀

Research & Analys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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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뭄피해와 장단기대책

1. 가뭄이란?

는 세부적으로 기상학적 (Meteorological) 가뭄, 농업적
(Agricultural) 가뭄, 수문학적(Hydrological) 가뭄, 사회

42년만의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한 2015년 가을에

경제적(Socio-economic) 가뭄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선‘가뭄’
이라

는 첫 번째 단계는 기상학적 가뭄으로 해당지역의 과거

는 자연재해는 앙코르와트사원으로 유명한 고대 크메르

평균강수량이나 무강우일수 등과 비교하여 강수량이 줄

왕국, 피라미드로 유명한 고대 이집트, 그리고 중국의

어들거나 무강우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원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

한 정의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지역

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가뭄으로 인한 흉년, 기근, 기아가

의 기상학적인 가뭄기준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수 차례 발생하였다는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

의미가 없다. 기상학적 가뭄이 지속되면 토양으로 침투

근 들어, 물관리기법이 발달하면서 가뭄의 피해로부터

되는 수자원량이 감소하고 증발산량이 증가하여 지하수

일부분 자유로워진 듯 하였으나 2015년 가을의 가뭄피

위 저하가 야기된다. 그 결과 농작물이 성장하기에 부적

해는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합할 정도로 토양수분량이 감소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이

흔히 거북이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을 떠올리게 하는 가

저하되면 농업적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정의한다. 단, 농

뭄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의 주거 및 사회경제활동이

작물의 종류와 성장단계 등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다

나 동식물의 생육에 피해를 가져올 정도로 강수량 부

르기 때문에 토양수분량이 같은 조건이어도 농작물의

족이 장기화되는 비정상적인 기상현상으로 정의된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농업적 가뭄정도를 단

이러한 가뭄에 대해 미국연방해양대기청 (NOAA)에서

순히 토양수분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후변동성

(강수량 감소, 강우강도변화, 강우시점변화)

고온, 풍속증가, 습도감소,
일조량 증가, 일조시간 증가

침투 및 침루량 감소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감소

증발산량 증가

강수량과 패턴변화에 따른 건조

시

기상학적 가뭄

간
토양수분량 감소

흐

농업적 가뭄
농작물에 물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발생

름

(생산성 감소)

하천유량 및 저수지 수량감소
습지 및 야생동물서식지 파괴

경제적인 영향

수문학적 가뭄

사회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그림 1. 가뭄의 발달과정과 형태(미국연방해양대기청의 가뭄분류기준을 근거로 재구성)

사회경제적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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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가뭄의 시작을 알리

Risk & Insurance

는 온 국민의 관심이‘가뭄’
이라는 자연재해에 집중되었

또 다른 형태의 가뭄인 수문학적 가뭄은 하천, 저수지,

며 시·공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지하수 등 가용 수자원의 양이 기준치보다 감소하는 것
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기상학적 가뭄이나 농업적 가뭄
에 비해 시간차를 가지고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와 같이 댐을 활용한 지표수 수자원 사용이 많은 국가에

2.	가뭄지수를이용한가뭄모니터링

Research & Analysis
연구분석

서는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줄어 수문학적 가뭄으로 이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뭄은 어떤 현상을 기준

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몇

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판단결과가 상이할 수 있고, 수

년간 연속적인 강우량 감소로 인해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물사용자 입장에서도 가뭄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생

느끼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

활용수는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문학적

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가뭄지수’
의정

가뭄은 주로 유역단위로 정의되지만 하천, 지하수, 광역

의도 매우 다양하다.

물공급망 등 수문학적 시스템에 의해 수자원망이 광범위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관리를 수량, 수질, 재해관리 등

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한

기능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관리주체가 국토해양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하천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민안전처 등으

상류에서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인해 물사용량이 변화

로 매우 다원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부처의 수자원관

하면 하류에 수문학적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리 목적에 따라 가뭄에 대한 관측이나‘가뭄지수’산정

마지막으로 가뭄으로 인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영향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발생하는 상태인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가뭄이 발생

먼저, 강우량을 관측/예측하는 기상청에서는 기상학

한다. 이는 다양한 경제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의되

적 가뭄에 초점을 맞춘 파머가뭄지수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평균치비율(30년 이상 강수자
료의 평균치에 대한 실제 강수의 백분율) 등의 가뭄지수를

제공한다. 파머가뭄지수는 1965년 Palmer에 의해 개발
된 지수로서 기후적으로 추정된 강수량과 실제 강수량
의 누적된 효과가 반영된 강수량, 증발량, 유출량, 토양
수분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계산되며, 기상청에
서 그림 2.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표준강수지수는 강수
의 부족이 지하수, 저수지 저수량, 토양수분, 적설 및 하
천유량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데 착안하여 1993년도
에 개발된 것으로 다양한 지속기간에 대해 계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기상청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강수
그림 2.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파머가뭄지수

량 현황을 이용하여 표준강수지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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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가뭄과 피해

년 1월에 시작하는 저수량 역시 예년에 비해 낮으며, 여
름철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저수량이 급격히 감소하
여 과거 저수량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라고 하며 전국의 댐과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볼 수 있다. 모든 댐에서 11월에 잦은 비로 인해 약간씩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림 3.은 기상청 서울관측소의

저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보령댐의

1960년에서 2015년까지의 연강우량과 5년 이동평균

저수량은 여전히 매우 적은 상황이다.

강우량변화를 그린 것이다. 총기간 동안의 연평균 강우

다목적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하천유량확보 등 다양

량이 1,406㎜였으나 2014년에는 808.9㎜, 2015년 11

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댐을 말한다. K-Water에서

월 말 현재까지는 748.4㎜의 강우량을 보이며 연평균강

는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목적의 다목적댐을 관리하고

우량의 60%가 채 안되는 매우 건조한 해가 2년째 지속

있으며 실시간으로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기준으로 용수

되고 있다. 11월 들어 비오는 날이 자주 있기는 하지만
12월 말까지 총 강우량이 그리 많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전국의 저수
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농업용수 뿐
만 아니라 생활용수공급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림 5.는 주요하천의 대규모 다목적댐인 한강의 소양
강댐과 충주댐, 금강의 대청댐과 보령댐, 낙동강의 안동
댐에 대한 저수량 변화를 그린 것이다. 2015년의 1월부
터 11월 24일 현재까지의 저수량은 파란색으로 나타내
었다. 2014년부터 강우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2015

그림 4. 바닥을 드러낸 보령댐

(출처 : 2015. 9. 28. 뉴시스, 권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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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뭄을 1973년 이후 42년만의 최악의 가뭄

Risk & Insurance

그림 3. 서울관측소의 연강우량과 5년 이동평균 강우량 변화(1960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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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댐별 저수량 변화

공급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저수량에 따라 용수공급전

를 비축하도록 한 것이다. 그림 6.은 2015년 11월 25

망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으

일 용수공급전망을 나타낸다. 현재 보령댐은 수위가 다

며‘심각’
일 경우에는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

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량이 24.373백만㎥으

용수의 일부를 조절하여 방류하고,‘경계’
일 경우에는

로 심각단계 기준인 34.7백만㎥보다 적어 매우 심각한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조절하여 방류하고 생·공

상태이며, 대청댐은 578.3백만㎥의 저수량으로 경계단

용수는 수요량에 모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이지만, 10월에서 3월 사이에는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이러한 기준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기상이변에 따

없어 현재는 하천유지용수만을 감량하여 조절방류하고

른 용수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

있다. 또한 소양강댐, 횡성댐,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된 댐운영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한 것으로서 댐

용담댐, 주암댐은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해야 하는 주의

의 저수량이 시점별 기준량에 미달할 경우 적기에 용수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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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ng Dam(1977~2015)

이런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5천978㏊
규모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재
해복구비 13억3천700만원을 지난 10월 21일 긴급 지
원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으
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충남·인
천 등 전국 가뭄피해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현재 피해농가는 1천625호, 피해면적은 4천
644㏊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금 예상지급액은 총 35억
7천300만원이다. 이는 2001년 재해보험제도 도입 후

Research & Analysis

가뭄피해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금 수준으로 가장 큰 금
액이 될 것이다.
또한 보령댐의 저수율이 21.5%까지 떨어지고, 지역 저

대응단계

용수공급량 조정

연구분석

수지들도 저수율이 32% 정도에 불과하여 충청남도 예

정상

실제수요량 이상 공급가능수준

산군 등에서 생활용수에 대한 제한급수가 이어지고 있

관심

실제수요량 공급가능수준

던 지난 10월 21일, 국민안전처는 용수확보 등 긴급대

주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경계

하천유지 + 농업용수 감량

책에 활용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을 긴급 지원했

심각

하천유지 + 농업 + 생·공용수 일부감량

다. 이 지역의 가뭄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

그림 6. 전국 다목적댐 용수공급전망

(2015년 11월 25일 현재, K-Water 제공)

지준설과 상습가뭄지역 지하수 관정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내년 영농에 대비한 용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거 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재

수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금강 백제보

앙이었으나 현재는‘잘’
관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하류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기 위한‘보령댐도수로

는 자연재해이기도 하다.

공사’
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보령댐의 댐용수 비축

강우량이 감소하여 건조해지는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가뭄대비 관계부처 합동태

대비를 하는 것은 인공강우 등을 통해 가능하기는 하지

스크포스’
가 국민안전처에 가동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만 사실상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적 가뭄이나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의 피
해는 충분히 대비하여 줄일 수 있다.
우선 현재와 같이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가뭄

4.	가뭄극복 및 대비를 위한
장단기 대책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방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비상급수를 지
원하거나 부족한 농업용수를 살수차나 지하수 관정개발

자연재해 중 가뭄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고 한

을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물절약

번 발생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가뭄을 극복할 수

원이나 공청회, 캠페인 등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

또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보다 합리적

나 이런 단기대책은 즉각적인 물공급이 가능하다는 장

으로 관리하여 수자원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가뭄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하수 관정의 무분별한 개발의 우

발생 시 물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앞에 설명

려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수급대책수립이 아니라

한 바와 같이 제한급수를 겪고 있는 예산군에 용수공급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을 위해 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백제보 하류의 물을 이동

우리나라의 가뭄대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

시키는 경우 2016년 농번기가 시작되고 여전히 봄가뭄

히는 것이 상수관로의 높은누수율이다. 국회 환경노동

이 극심하다면 백제보 주변 주민들이 물사용권리를 내

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세워 수리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받은‘제한급수지역 누수율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제한급

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수리권에

수지역의 평균누수율은 42.5%로 전국 평균누수율보다

대한 정의와 수리권의 배분, 가용수자원량의 정확한 계

무려 4배 가량 높다고 지난 10월 19일 밝혔다. 정수장

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관련법령

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거의 절반이 가정으로 가는 도중

을 개정하고 물사용량에 대한 허가와 관측을 적극적으

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수자원의 낭

로 수행해야 한다.

비이며 누수율 저감을 통해 생활용수 취수량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뭄에 대한 정의와 예측기술, 정책,

면 확보된 수량은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 등 다른 용

이해관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통합가뭄정보센터의 운영도 도움이 될 것이

또한 우리나라는 물사용량의 89% 정도인 대부분의 물

다. 이는 K-Water에서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설립하는

을 지표수 즉,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취수하여 사용하

등의 활동으로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합하자면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이

의 연간 수자원 이용총량은 337억㎥인데 하천수이용이

고 체계적인 가뭄대응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방법

123억㎥, 댐이용이 177억㎥, 지하수이용이 37억㎥이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수는 여름철에 2/3이 집중되
어 있어 지표수의 형태로 저장이나 저류할 수 있는 양은
총강우량의 24%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강
수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지표수가 부족해져 가뭄, 특히
농업적 가뭄을 걱정해야 한다. 또한 해안·도서지역과
같은 지역은 지표수도 부족하고 상수도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해안·도
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사업과 같이 보다 실질적인 사업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지하수개발
과 적극적인 물의 재이용, 소규모 저수지건설, 해수담수
화 등 취수원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지표수가 부족할 경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성 증대,
광역상수도공급 확대, 노후상수관망 복구 및 교체
를 통한 누수율 저감
-	하천이나 댐용수와 같은 지표수 뿐만 아니라 체계
적인 지하수 개발이나 적극적인 재이용수활용, 해
수담수화 등 취수원 다변화
-	수리권제도에 대한 법적인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수리권배분과 물 사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가뭄대응 및 관리를 수행하는 부처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가뭄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가뭄관리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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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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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지

Research & Analysis (2)

김대래

대표이사
한리해상손해사정

케미컬선박의 위험관리 및
사고대응방안

1. 케미컬선박의 일반적인 특성

화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화물에 대한 특성 및
위험성에 따라 Tank Cleaning 방법과 선적 시와 항해

1.1 위험물 적재선

시 그리고 하역 시의 주의 사항도 각기 상이하므로 관련

일반적인 화물선박과 달리 케미컬선박은 기본적으로 화

된 모든 화물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행하기

학적인 반응이 강한 특성을 가진 화물을 운송하므로 일

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적인 선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비록 미미한 양의 화물이라도 이종의 화물이 섞이게 되는

특히 산성성분이 강한 황산과 같은 화물의 경우에는 금

경우에는 Off-Spec에 의한 클레임이 발생되기도 한다.

속을 산화시키는 특성이 있어 케미컬화물을 선적하는 탱

1.3 휘발성화물의 화재/폭발위험성

론이고, 파이프 등도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야 하

캐미컬화물은 유독성을 가진 화물도 있지만 Acrylonitrile

므로 제조단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고가의 선박이

과 같이 강한 휘발성과 가연성을 가진 화물도 있어 선박간

다. 또한 원유와 같이 동종의 화물을 계속적으로 운송하

의 충돌 시 스파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일반

는 일반적인 유조선의 경우보다는 특성이 다른 여러 종

화물선의 충돌사고 시 손상보다 추가적인 막대한 손상을

류의 케미컬화물을 선적, 운송하므로 이전 항차의 탱크

초래한다. 또한 선박의 케미컬에 발생된 화재진화를 위한

내 잔여 화물과의 혼합에 의한 오염이나 Off-Spec에 따

전문해난구조자의 동원 등으로 인하여 손해액이 증가하

른 문제점이 있고, 유조선에 비하여 화물탱크의 숫자가

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손사고로 악화되기도 한다.

많고 크기가 작은 측면이 있다. 각각의 화물탱크는 기본

1.4 산성화물의 위험성

독립된 펌프와 독립된 화물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미컬화물 자체가 유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를

이전 항차에 선적된 화물의 잔류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폭발물에 비유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위하여 화물탱크와 관련 화물파이프를 포함하는 구조물

다른 화학물질이나 특정한 금속 등과의 접촉에 의한 반

의 Cleaning은 물론이고 작업을 위한 Purging, Inerting

응이나 그에 따른 생성물에 의한 추가적인 사고가 더 실

과 Gas free 등의 작업이 특별히 요구되기도 한다.

질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황산1)과 같은 강 산성화물의

1.2 케미컬선박 화물의 다양한 특성과 취급 난해성

경우에는 비록 스테인레스로 된 탱크용기에 선적되어

특정화물만을 운송하는 일부 전용화물선과 달리 케미컬

있지만 미세한 크랙이라도 발생한다면 탱크에서 유출되

1) 황
 산(黃酸)(H2SO4)은 무색으로 점성(粘性)이 있는 기름 같은 액체이고 겨울철에는 결정화한다. 녹는점 10.4℃, 비중 l.84(15℃)이다. 많은 무기
물 및 유기물을 녹이며, 가열하면 290℃에서 분해하기 시작하여 삼산화 황을 발생한다. 317℃에서 끓기 시작하여 공비 혼합물(98.54% 수용액)
이 된다. 순황산(100% 황산) 및 진한 황산은 물과의 친화력(親和力)이 강하여 혼합하면 강하게 발열한다. 삼산화황을 물과 반응시켜 얻으며 황산
은 약간의 점성을 가진 산성 액체이다. 물에 녹으면 발열하지만 의외로 얼음과 혼재하면 한제(寒劑)로 사용되기도 한다. 염산과 달리 비 휘발성
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황산이라도 황산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면 농축될 위험이 있다. 농도가 낮은 황산(질량 퍼센트 농도가 약 90% 미만)을
희황산 또는 묽은 황산이라고 한다. 묽은 황산은 강산성이지만 산화력과 탈수작용이 없다. 농도가 높은 황산(질량 퍼센트가 약 90% 이상)을 농황
산 또는 진한 황산이라고 한다. 진한 황산은 산으로서의 성질이 약하다. 황산은 주로 공업용품, 의약품, 비료, 폭약 등의 제조와 전지의 전해액
으로 사용된다.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을 혼합한 혼산과 유기물인 톨루엔과 니트로화 반응하여 TNT를 제조할 수 있다. 진한 황산은 저온에서
는 산화작용이 강하지 않지만 가열하면 강한 산화작용을 나타낸다. 황산수용액, 즉 보통 말하는 황산은 무색의 용액으로 강한 이염기산이다. 아
연,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의 각종 금속은 황산에 녹아서 수소를 발생하고 황산염을 만든다. 물과 강하게 결합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탈수작
용이 있어 다른 여러 가지 화합물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빼앗기 때문에 각종 건조제, 탈수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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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압으로 작동하는 프라모 (Framo) 펌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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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특수금속으로 제작됨은 물

그림 1. 케미컬선박 폭발사고

Research & Analysis

면서 선체의 철(Fe)과 같은 금속물질과 접촉하여 선체가

1.5 선박의 규모와 승선기피경향

급격히 산화되어 아래와 같은 화학방정식에 의하여 대

대량의 화물이 한 항차에 운송되는 일반적인 전용선과

량의 수소(H2)가스를 방출하게 된다.

달리, 케미컬선박은 다양한 수요에 따라 소량 다종의 화
물이 운송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화물탱크도 비교적

Fe + H2SO4 → Fe(SO4) + H2

중·소용량일 뿐만 아니라 선박의 크기 역시도 대형이
아닌 중·소형선박이 많다.

연구분석

방출되는 수소가스2)는 사소한 스파크에도 폭발로 이어

즉, 거대선박에 비하여 중·소형선박이므로 대부분의 경

지는 매우 민감한 가연성 기체이므로 제한된 공간인 경

우에 실내 선원거주구역도 비교적 협소할 뿐만 아니라

우에는 그에 따른 폭발위험도 매우 높다.

대형 유조선에 비하여 한 항차가 상대적으로 단기항해

올해 초에 울산항에서 발생한 케미컬선박의 폭발사고가

가 많고, 단일항구가 아닌 수개의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적하며 수개의 하역항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므로 다른

또한 황산과 접촉한 선체는 급속히 산화되어 구조가 약

선박에 비하여 항구내의 체류시간이 짧다. 또한 여러 곳

해지면서 선체 화물창 하부의 발라스트탱크에 파공이

의 항구나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매 항차마다 탱크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결국 침몰로 이어질 가능성

크리닝과 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매우 바쁜 일정 하의 운

이 높다.  

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므로 비교적 여유로운 General

2012년에 중국에서 황산 7,000톤을 선적한 케미컬선박

Bulk와 같은 선박에 비하여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의 침몰사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경향이 있다.

2) 수
 소(水素)라는 이름은 풀면‘물의 재료’
로 독일어 Wasserstoff에서 유래하였다. 16세기 연금술사 파라켈수스는 금속이 산에 녹을 때 어떤 기체
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기체를 수소라고 맨 처음 언급하였다. 수소는 불이 붙는 온도가 매우 낮으며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을 일으킨
다. 두 개의 수소원자로 수소기체를 이루게 되면 급격히 불에 타는 가연성을 가진 연료이며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면 금속을 부식시키는 등 산
성용액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수소는 공기와 섞였을 때 잠재적인 폭발성과 화재의 위험성을 가진다. 수소기체는 외부공기에
노출이 되면 자연히 발화한다. 게다가 수소화재는 아주 뜨겁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수소는 현존하는 기체중 매우 가벼운 기체이고, 공기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0.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가벼운 특성이 있다.
수소가스로 인한 화재나 폭발인 경우에는 휘발유와 같은 유기물질에 의한 화재나 폭발과 달리 수소가스는 순수 가스이므로 순간 완전연소하여
수소가스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라는 흔적이 남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림 2. 케미컬선박 침몰사고

하고, 그러한 매스미디어들은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이

따른 해기사의 승무경력 관련하여 해기사시험 및 도선

례적이고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보다

사준비를 위한 승선경력을 만족시키기에 선박의 톤수가

많은 초점을 두어, 케미컬화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 막

불충분하여 케미컬운항선사에서 양질의 고급 해기사를

연한 가상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유독

다. 따라서 화재/폭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임에도

성 위험화물을 취급하므로 건강을 염려하여 케미컬선박

불구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화재/폭발이 발생할 것처럼

의 승선을 기피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고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조작업이나 사고처리 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안타까운

2. 케미컬선박 관련사고의 특성

경우가 많다 .

2.1 케미컬에 대한 무지

구조작업이나 화물환적작업을 위한 항만의 장소제공은

또한 지역여론을 중시하는 항만당국에서는 사고선박의

케미컬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해난사고에 처하면 케미컬
화물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과 막연하게 위험하다는 생각
만 가지고 접근하므로 마치 케미컬을 적재한 선박자체를
폭발물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보다 더 큰 가
상의 위험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자아내기도 한다.

2.2 언론의 침소봉대성 보도
유독성의 위험한 케미컬화물을 운송하므로 그러한 화물
을 운송하는 선박의 사고 시에 자극적인 뉴스에 초점을
두는 대중매체의 경우 갑작스런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

그림 3. 케미컬선박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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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불필요한 사회단체의 개입이 많아 실질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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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박의 톤수나 기관의 출력에

물론이고 항구의 외항에 진입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측

신들의 Up-Lift에 의한 실익도 증가하므로 그러한 당국

면이 있다. 따라서 필수적인 구조작업이나 화물의 환적

의 제한이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

작업을 하기 위한 항만진입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않아

향도 배제할 수 없다.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경비의 불필요한 증가가 뒤따

Research & Analysis

르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구조작업이나 난파선 제

2.3 사고의 심각성과 복잡성

거작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제한과 지연이 초래되

케미컬 선박의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통계는 아직 따로

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케미컬선박의 구조작업에 있어

작성되지 않았다. 단,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 다른 선박사고에 비하여 비용이 이례적으로 증가하

유조선의 범주에 케미컬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 화물선박 간의 충돌사고인 경우에는 단순히 양 선

해난구조자 역시도 이러한 선박사고의 경우에 로이즈구

박의 충돌부위에 국한된 직접적인 충돌손해만 발생하지

조표준서식3)에 의한 구조계약시에 SCOPIC4)이 발동된

만 케미컬선박에 선적된 가연성화물인 경우에는 화재나

경우에는 자신들이 동원한 일일 투입인력, 선박 그리고

폭발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비에 의하여 구조비보상액이 산정되므로 관계당국의

2013년 12월 말에 남해안에서 발생한 케미컬선박의 충

요구나 제한으로 인한 지연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

돌사고로 인하여 인화성화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

표 1. 용도별 선박등록수

표 2. 용도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용도/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용도/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구분석

여객선

206

200

203

212

221

224

233

여객선

21

14

21

22

30

26

51

화물선

824

820

819

610

798

793

769

화물선

42

71

78

69

72

74

77

유조선

720

721

737

729

721

734

738

유조선

23

27

32

36

34

36

49

예선

49

66

74

71

96

69

98

2012

2013

예선

1210 1245 1246 1271 1283 1290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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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용도별 선박등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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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용도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3) 구
 조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지만 구조가 성공한 때는 작업의 난이도, 피구조물재산가액 등의 요건을 감안해서 보수
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금액을 미리 결정하지 않는(Open)다는 뜻에서 Lloyd’
s Open Form(LOF)이라고도 불리워진다.
4) S
 COPIC(Special Compensation P&I Club Clause)는 LOF의 구조계약에 선택적으로 부가되는 약관(Supplementary Clause)으로써 구조된 가액
으로부터 충분히 구조비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구조자의 복잡한 구조비 계산과 보상이 더욱 더 복잡하게 되어 분쟁의 여지가 많았다. 즉,
그러한 경우에 구조비 계산과 보상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관이자 합의서이다. 상기에서도 언급했듯이 1989년 국제구조협약상의 14
조의 적용을 현실화하고 구조가 이례적으로 비싸고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림 6. 충돌에 의한 케미컬선박 화재사고

박의 충돌손상부위를 포함하여 인화성 케미컬화물이 좌

지 화재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케미컬화물을 선적한 선박사고의 경우에는 기 언급한

렵게 되고 구조작업을 위한 화물의 환적작업을 위하여

정부당국의 개입과 여론의 침소봉대성 보도에 추가하여

항구 내로 입항 내지는 외항의 묘박지로 접근하여야 함

구조비와 난파물 제거비용산정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에도 불구하고 케미컬선박이라는 막연한 공포와 근거

특히 위험성에 따라 보상이 증가하는 구조비인 경우에는

없고 현실적이지 못한 추가위험 추정성, 지역주민의 민

더 그러하다.

원 등을 이유로 선박의 항구접근자체를 거부하는 경향

과거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예를 들면 황산 7,000

이 있었다.

톤을 선적한 선박이 침몰하자 중국의 구조국은 케미컬

사고선박의 입항거부는 케미컬선박의 실질적인 위험성

화물제거작업에 대한 경험 및 방법이 없어 막연히 한화

보다는 케미컬선박과 화물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막

800억 정도의 견적을 제시한 바 있었다.

연한 염려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항만당국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항만당국의 입항허가를 득하여도 항만당국이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준비와 대책까지 요구하므로 요구사항
을 충족하자면 일반적인 선박사고와 비교하여 상당한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설득과정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고발생가능
성이 있고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림 7. 케미컬선박 제거작업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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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생된 화재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작업이 더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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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측을 따라 순식간에 이동하면서 선박의 선미부까

3.	구조비와 난파물 제거비용
산정의 문제점

당시에 필자가 중국당국의 협조하에 한국과 중국에서 필

따른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정기검사시스템으로 발전시

요한 장비와 선박을 수배하여 아황산과 연료유제거는 물

킨다면 사고예방활동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

론이고 선체제거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로 판단한다. 만약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면 사고발생

당시의 작업개념도는 그림 7.과 같다.

시에 손해를 방지/경감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전문가 육성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한국시스템에서는
해난사고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4. 향후의 안전관리대책

않고,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클레임과 해난구조 등에 대
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적 Network 조차도 사

Research & Analysis
연구분석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운항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여건이다. 향후에 이에 대한 집중

다. 운항과실을 최대로 줄이는 것은 다른 선박과 같은

적인 인적 Network에 의한 신속한 대처시스템을 갖추

공통의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단기항차가 많은 케미

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컬선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박의 유지관리부분을 바

현재 이웃나라인 중국의 경우에도 회원사가 420개에 달

쁜 일정의 선원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육상에서 보수체

하는 중국다이버구조협회가 정부 및 공기관의 지원하에

계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선원의 피로감소

2008년에 설립되었고, 매년 해난구조세미나와 장비전

와 선박의 안전성 확보가 요청된다.  

시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상호정보교류와 구조자들

또한 양질의 선원을 케미컬운항선사에서 확보할 수 있

의 능력향상 및 장비홍보와 시장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도록 장기적으로 선박직원법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시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

특히 비중이 벽돌과 비슷한 황산(비중 1.8이상) 등과 같은

다. 필자도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

무거운 강산성의 케미컬화물인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스

어 향후의 중국은 물론 극동지역의 해난사고처리에 적

틸로 된 화물창일지라도 노후화와 기상악화 등에 의한 응

극 동참할 예정이다.

력작용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물탱크에 미세한 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는 국가나 기업차원의

함이나 크랙 등이 발생하여 황산이 유출되면서 선체를 급

실질적인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차원의 정

속히 산화시켜 침몰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책수립 및 시행은 절차상 단기적으로 쉽지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매 항차마

따라서 국가, 각 기업 및 손해보험업계에서 보다 적극적

다 본선의 선원이 수행하는 해수압력시험 등의 육안검

이고 장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장에서 전문가가

사에만 의존하였던 선체미세크랙 및 결함확인절차를 향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후 한국선급과 같은 전문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posal

안대화

과장
현대해상 일반손해사정부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자 추가에
대한 제언

1. 서론

한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건물주
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건물주와 임차인을

Proposal
제언

부동산 임대차거래는 기업 및 개인의 중요한 경제활동

함께 명기하면 임차인도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보험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건물에 화재사고

는 피보험자인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라도 발생한다면 이러한 거래관계 당사자 중 임차인에

것이다.3)

게 닥치는 현실은 냉혹하다. 설령 원인을 알 수 없는 화

특히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Ready-

재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1)를

made Policy)과 달리 국내 재산종합보험(Package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건물주에게 화재사고로

Insurance Policy)4)은 계약자별 맞춤상품(Tailor-made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2)

Policy)이라는 특성으로 피보험자 기재방법과 범위를 제

사고책임문제를 두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법적분쟁을 다

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

투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처참한 화재현장에서 임차인

으로 보인다.

본인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것

우리나라 화재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2014년 기준 45만

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3천건으로 나타났다. 가입율은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

화재보험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30~40% 수준으로 추정

그러나 현실에서 임차인 생각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임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차인은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만 믿고 보험을 가입하

만약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건물주와 임차인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건물주는 자신이 가입한

모두를 피보험자로 인정한다면 임차인은 보험가입 필요

보험으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은 건물주

성이 없어지고, 결국 화재보험 가입율의 저하로 이어질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求償權) 청구를 받게 되므로 결국

수 있다.

임차인 스스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 본인

이에 재물보험 (Property Insurance)5)에 피보험이익이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는 건물주

없는 자(者)를 피보험자로 추가한 경우 이를 법률 및 약

와 임차인이 같은 건물에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관상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

은 보험료 낭비이고 손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 국내 재산종합보험 재산손해담보부문 (Property All

이러한 이유로 최근 건물주만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

Risks Cover)에서 인정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검토하

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를 피하기 위

고 이해하고자 한다.

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注意)의 정도(대법원 1985.3.26. 84다카1923)
2) 임
 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
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위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9.21. 99다36273)
3) 반대로 건물주를 위한 화재보험인 물건보험(타인을 위한 보험)을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함
4) 국
 내 재산종합보험 약관은 국내 공동상품으로 인가된 Package Insurance Policy (Ⅰ)과 일부 보험사에서 단독상품으로 인가 받은 Package
Insurance Policy (Ⅱ)가 있으며 재산손해, 기계손해, 휴업손실 및 일반배상책임 담보부문의 4개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5) 화
 재보험(주택, 일반, 공장), 동산종합보험, 기계보험, 재산종합보험 재산손해담보부문(Property All Risks Cover) 등과 같이 보험의 목적(보험
가입대상)이 물건인 보험

2. 피보험자(Insured)의 정의

서는 타인에게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존재
하여야 한다.8)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상법 제658조)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상법 제668조)이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자기명의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계

3.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한 사유
건물주가‘건물주 본인 및 임차인’
을 피보험자로 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자기를 위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의 재산손해담보부문 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내용을 보면 건물주는 소유자로서 건물이 보험사고

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

로 입는 손해인 소유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자기

험계약(상법 제639조)이라고 한다.

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경우 건물주는

피보험이익이란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피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문제는 상기 보

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재

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인 건물에 대한 소유이익과 무관한

6)

물보험에서는 통상 물건의 소유이익 을 피보험이익

7)

으로 하고 있으며(상법 제665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임차인을 건물주와 함께 피보험자로 추가한 것으로 이
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피보험자 정의와 관련한 재산종합보험(Ⅱ) 약관 및 법률규정

재산종합
보험약관

규 정
보통약관
담보조항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
부문명세서

용

보험자는 이 증권에 명기된 위험에 대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합니다.
1.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소유이거나,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거
나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부동산 및 동산으로서 이 부문에서 제
외하지 않은 재산

제639조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58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중략)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65조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
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8조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

상법

내

(보험금액의 지급)
(손해보험자의 책임)
(보험계약의 목적)

6) 소
 유이익이란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이익, 즉 물건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직접적, 제 1차적으로 손해를 입는 관계에
있어서 인정되는 이익
7)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이익의 객체에 따라 사람에 관한 이익, 재산에 관한 이익으로 구분되며, 재산에 관한 이익은 소유이익(화재보험 등과 같은 물
건보험), 담보이익, 사용이익, 수익이익 등으로 구분된다.(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0.8월)
8) 임
 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5.30. 95다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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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Policy Holder)와 다르며, 보험

3.1 구상권청구 제한

의 보험계약체결과 보험계약의 재보험출재를 중개한 회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가

사에서는 피보험자추가를 보험사의 당연한 업무처리방

해자인 제3자에게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

식으로 보고 있다.

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게 갖는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이때 제
3자의 범위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결정되
므로 결국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이다. 따라서 이

4. 피보험자추가 문제점

경우 임차인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어

4.1 임차인에게 보험계약 의무사항발생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를

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위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법률 및 약관규정에 따라 고지의무, 위험변

Proposal
제언

3.2 보험료 부담

경·증가사실 통지의무, 타 보험계약체결사실 통지의무

화재보험과 달리 재산종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일정

등 각종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기타

한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위권포기특약

보험목적(구내) 조사에 관한 협력의무, 보험사고조사 및

(Waiver of Subrogation Clause)9)을 규정하고 있다. 그

처리에 관한 협조의무 등을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이행

러나 동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은 설령 보험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보

되므로 계약자의 보험료 인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험료지급 및 정산 등을 처리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의 방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위권포기특약을 가입

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각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

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무이다.

체결한다.

따라서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한 결과, 임차인이 법
률 및 약관규정의 제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험계

3.3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동의한 보험조건

약의 해지, 사고면책, 보험금 감액 등이 문제가 될 수 있

재산종합보험의 계약자별 맞춤상품 (Tailor-made

다. 문제는 보험계약체결이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임

Policy)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피보험자 추가요청을

차인이 이러한 제반의무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보험계약

보험조건으로 계약설계하여 이를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자이며 피보험자인 건물주에게 보험계약의 해지, 사고

사전협의하고 보험료 산출 (보험요율)조건에 반영하였기

면책, 보험금 감액 등 법률 및 약관규정위반효과가 동일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와

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9) 국
 내 재산종합보험에서 대위권포기특약약관(Ⅰ/Ⅱ)을 사용하고 있음. 이하 Waiver of Subrogation (Ⅰ) 규정.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Insurer shall waive any rights and remedies or relief to which in may become en
titled by subrogation against;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including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servants) owned or controlled by any Insured na
med herein or subsidiary to any Insured named herein or any co-owner of the Property Insured hereunder;
B. Any Insured named or described by this Policy (including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servants, subcontractors, their Collateral Agents and their employees)

표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주요 의무사항규정
NO

의무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재산종합약관(Ⅱ)

상법

1

고지의무

◯

◯

8항

651조, 655조

2

보험료지급의무

◯

◯

담보조항

639조, 650조

3

위험변경ㆍ증가통지의무

◯

◯

4항

652조

4

사고발생사실 통지의무

◯

◯

5항

657조

5

보험목적 양도사실 통지의무

×

◯

-

679조

6

위험유지의무

◯

◯

4항

653조

7

손해방지의무

◯

◯

14항

680조

8

잔존물 보전의무

◯

◯

6항

681조

9

청구권대위 보전의무

◯

◯

6항

682조

재산종합보험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 재산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10) 는 의

의 위험관리 합리화 측면에서 가입대상 재산에 대한 모

견이다.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아닌 임차인을 피보험자

든 위험을 포괄 보상받고자하는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란에 추가한 것은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관행

따라 도입된 보험상품이다.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으로써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판매하는 화재보험(Ready-made Policy) 등과 달리 보

기명피보험자 개념과도 무관하다고 보는 의견이다.

험가입자별로 차별화된 구체적 위험에 부합하여 보험가

재산종합보험 배상책임담보(General Liability Coverage)11)

입자의 위험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험을 중복가입하여

에서는 기명피보험자 형태(개인, 조합, 법인)에 따라 배상

발생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입자별 맞춤상품(Tailor-

책임사고의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의제(승락 또는 허락)피

made Pplicy)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

보험자를 설정하고 있다. 즉, 재산종합보험에서 기명피

입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종합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험자는 의제피보험자(Agreed Insured)를 정의하고 의

위험분석능력과 맞춤상품 개발능력 (Underwriting)이 매

제피보험자와 용어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며

우 중요하다.

피보험자가 아닌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한 것은 피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산종합보험 재산손해담보부문에

보험란에 기재된 사람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보

서 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기명피

10) 경우에 따라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에 해당될 수 있어 계약무효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
11) 재산종합보험(Ⅱ) 배상책임담보(General Liability Coverage)의 기명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Memo 3–WHO IS AN INSURED)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일 때(individual)~ 기명피보험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가 조합이거나(Partnership), 합작기업일 때(Joint Venture)~ 기명피보험자, 조합이나 합작기업의 구성원(Member), 동업자
(Partner) 및 이들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가 조합 또는 합작기업 이외의 조직(단체)일 때(Organization)~피보험자 및 임원,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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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

Risk & Insurance

4.2 피보험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 가능성

Proposal
제언

보험자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자 (Additional Named Insured)12)개념과 건설 및

따라서 기명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진

조립공사 등 공사보험에서 피보험자로 공사이해관계자

자로서 피보험자란에 명기된 자로 피보험이익과 무관한

들 (Other parties concerned) 를 추가하고 있는 점을 근

임차인은 피보험자도 기명피보험자도 될 수 없다는 의

거로 삼는다.

견이다.

그러나 추가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보험금청구권만을 가진다

(2) 임차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는 의견

는 점에서 건물을 점유, 사용 및 수익하는 임차인과 제

기명피보험자란 계약자와 보험사가 합의하고 피보험자

조물을 판매만 하는 판매업체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로 인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라는 의견이다. 보험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라

상품특성 (Tailor-made Policy)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는 피보험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피보험자개념을 적

언더라이팅 (Underwriting) 판단으로 보험계약의 재보험

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사보험에서는 공사작업

사와 사전협의하여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것

(Construction Works)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므로 공

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추가피

사도급관계에 있는 다수의 공사작업자인 피보험자를 일

12) 제조물 판매업체는 제조업체가 제조물 결함사고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보상받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판매업체는 추가피보험자 배서(Additional Insured Endorsement, Vendors)에 의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
추가됨

일이 열거할 수 없어 포괄적인 개념에서 공사이해관계

자 범위확대는 임차인을 포함한 건물관리업체, 경비업

자로 표기하고 있을 뿐 공사작업과 무관한 제3자를 피보

체, 창고보관업체 등 입장에서도 보험가입 실익이 없어

험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향후 관련 보험상품은 소멸될 것이다.

기명피보험자는 주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운행이익

4.4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 증가

을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판례는 화재보험 계약자인 임

개별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위험으로 인한

차인이 청약서에 건물소유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사례

평균지급보험금에 대한 사고발생확률에 의하여 결정

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피보험자를 건물주로

된다. 이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Equivalence

인정13)하고 있다. 이에 소유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

Principle of Befit and Consideration)이라고 한다.

는 재물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소유자이므로 소유자가 아

피보험자 범위확대는 임차인의 화재보험가입과 건물주

닌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의 대위권포기특약가

의견이다.

입이 불필요하게 되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게
되고,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기회상실로 환입보험금(구

4.3 타(他) 보험상품의 소멸 및 판매중지

상금)은 감소되어 평균지급보험금은 증가되므로 결국 이

보험상품에 따라 피보험이익은 각기 다르다. 즉, 피보험

로 인해 증가되는 보험료는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에 따라 보험상품이 각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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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임차인을 위한 임차자배상책임보험14), 경비업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인정한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측에

체를 위한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창고보관업체를 위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보험계약의 제반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다.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

보험가입자 재산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에 부합되는

자인 건물주는 임차인의 의무불이행으로 건물주 자신

맞춤형 통합보험의 확대는 당연한 일이지만 건물주가

에게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해지, 사고면책, 보험금 감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다른 제3자인 임차

은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위험의 분담(Contribution of
Risk)에 위배되는 일이다. 보험이라 함은 동질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그 위험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위
험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이다. 피보험

표 3. 임차인의 피보험자 인정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임차인의
피보험자 여부

임차인의
보험계약 의무

보험사의
구상권행사

1. 인정할 경우

있음

불가

2.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없음

가능

13)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중략) 보험청약서 및 당사자가 보
험계약 내용으로 삼은 약관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
여야 함(대법원 1997.5.30. 95다14800)
14)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인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화재보험인 물건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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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셈이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도 건물주를 위한 화

4.5 특혜제공(Ex-gratia) 시비 가능성

인을 피보험자로 인정하여 보험상품을 만능화하는 것

Risk & Insurance

(피보험이익) 대상의 확대, 축소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

액 등 법률 및 약관규정위반효과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

없다고 보아야 한다.16) 보험사의 구상권청구포기여부는

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피보험자 여부를 사안에 따라 달

재산종합보험에 있어 대위권포기특약17)(이하‘특약’이라

리 결정하여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선택할 수 있

함) 가입여부 및 특약에서 규정한 대위권포기대상 범위

는 일이 아니다.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

하기 때문이다.

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의 구상권청구포
기는 손해보험의 핵심인 이득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러나 특약에서는 대위권포기대상 18)에 대한 구체적 정
의가 없어 특약취지와 무관한 제3자를 대위권포기대상

Proposal
제언

본 사안의 문제는 임차인이 건물주 보험사의 구상권

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약가입시 그 대상범위를 명

청구에 대비하여 본인명의의 보험계약을 가입하여야 하

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보험가입자의 현실적 요

나 대안으로서 임차인이 별도 보험가입 없이 건물주가

구를 고려하여 적정한 추가보험료인수를 통해 적어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건물주와 동일한 피보험자혜택을

재산종합보험과 유사한‘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위권포기

받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한다.

19)
특약’
을 도입한다면 신뢰성 있는 보험상품으로 평가

자칫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제한을 위한 무리한 보험조건

될 것이다.

설정, 국내 법률환경과 국내 유사 보험상품의 이해가 부

아울러 보험업계가 협의를 통해 보험계약과 무관한 제3

족한 해외재보험자 의견에 의존한 계약인수 등은 자기를

자가 피보험자로 편입될 수 없도록 재산종합보험의 재

위한 보험 가입한 건물주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산손해담보부문에 피보험자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일

판례는 상가운영위원회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종합보

정한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특약가입을

험 재산손해담보부문(Property All Risks Cover)의 보험

유도하고 대위권포기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제3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이익을 소유이익으로 보

서는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면 일반보험 신시장 발

아 임차인의 피보험자성을 부인15)하고 있으므로 보험의

굴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에 관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15)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중앙상가의 각 구분소유자가 중앙상가의 각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이익이므로 설령 임
차인이 운영위원회에 임차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관리비의 일부로 납부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이 건 보험계약의 임차부분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4.26. 2011다94141)
16) 한국보험학회편 보험사전, 사단법인 한국보험학회, 1997년
17) 현재 재물보험에서는 재산종합보험의 대위권포기특약, 중장비 임차인에 대한 대위권포기특약(중장비종합보험), 리스이용자에 대한 대위권포기
(중장비, 동산종합보험)만 규정하고 있음
18) Waiver of Subrogation(Ⅰ) 규정 中‘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owned or controlled by any insured named, subsidiary to
any Insured named’
19) 모(母)회사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자(子)회사(임차인)에 대한 대위권포기특약, PF(Project Financing)사업의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자
산운영 및 관리회사(FM社, Facility Management / PM社, Property Management) 에 대한 대위권포기특약, 창고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서 건물관리업체에 대한 대위권포기특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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