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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corner

당신은‘내 사람’
을 가졌는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으로 만들어준 영화 대
부시리즈Ⅱ를 보면 1대 대부 말론 브란도 사후 2대 대부가 된 알 파
치노는‘자신의 사람’
이 되지못한 친형과 매형을 죽여야 하는 선택
을 한다. 냉혹한 현실에서 조직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
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부 알 파치노는 그 일로 인해 아내와
누나에게 버림을 받고 아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노년에 고향 시
칠리아로 돌아간 대부는 햇살이 노랗게 부서지는 어느날 강아지 한
마리가 주변을 맴도는 마당가 의자에 외로이 앉아 보는 이 없이 홀
로 먼 길을 떠난다. 물론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좀더 자극적으
로 표현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만일 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조건없
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
람이 내게 몇이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에 흔쾌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인간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현대인, 가족을 챙길 겨
를도 없이 뛰어다니며 건강을 해칠만큼 바쁘게 살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몇 사
람’
조차 얻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당신은 평생갈 자신의 사람을 가
졌는가?”
저자는 숱한 사람들과 숱한 상처를 주고받지만 결국 남는 것은‘사람’
이라는 철학으로“좋은 관계
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된다”
고말
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간관계 맺는 법, 평생 함께 갈 명품관계를 위한 명품인간이 되는 방
법을 4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는 대기업, 외국계 기업을 거쳐 외환은행에서 혁신업무를 총괄
하는 팀장으로 일하며 6시그마 GB, BB, MBB 인증을 모두 획득한 혁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1.‘머리’
가 아닌‘가슴’
으로 만나는 관계 / 2. 인테크, 수익률 1,000% / 3. 따끈따끈한‘정’
문화 / 4. 사람은
집, 꽃, 별보다 더 가치있다 / 5. 행복은‘누구와’
의 문제다 / 6. 생각비틀기 / 7. 관심의 부메랑효과 / 8. 배려가
습관이 된 사회가 부럽다 / 9. 내가 알면 남도 알 거라는 착각 / 10.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 11. 아버지의 자세로
섬기는 리더 / 12. 화내지 않으면 무얼 얻을까? / 13. 마음을 낚는 경청 / 14. 행복균을 퍼트리는 해피메이커
15. 백만 불짜리 미소 연습 / 16.‘첫마음’예찬 / 17. 겉모습에 취한 사회 / 18. 마음까지 읽는 눈 / 19. 좀 손해
봐도 죽지 않는다 / 20.‘다르다’
와‘틀리다’
/ 21. 깊게 베는 험담이라는 칼날 / 22. 뒷담화 스킬 / 23.‘다름’
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하모니 / 24. 내가 부장이라면 저렇게 안해! / 25. 있을 때 잘해! / 26. 시크릿의 마술 / 27.
독수리식 코칭법 / 28. 배려하는 마음씀씀이는 삶의 비타민 / 29. 회식은 윈윈을 이끌어내는 자리 / 30. 점심식
사 약속있으세요? / 31.“손이 참 따뜻하시군요.”/ 32. 영원한 갑과 을은 없다 / 33. 가장 훌륭한 등급 인간이
뭔동 아나? / 34. 백년학생은 행복하다 / 35. 관심의 릴레이 / 36. 복사 잘하는 직원이 성공한다 / 37. 이름을 부
르면 젖소도 기뻐한다 / 38. 인터넷족의 새 이름, 이메일 / 39. 인간적인 매력 / 40. 모든 관계의 근원은 가정 /
41. 언제나 내편이 되어주는 사람 / 42. 그리움이 묻어나는 아날로그 / 43. 양심이 행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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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관리의 소개 및
해상보험실무에의 적용

1. 들어가며

를 선행적으로 통제하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관리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1). 실제 운송

최근의 해상보험 전반에 걸친 시장상황의 연성화

을 위탁하는 화주를 포함한 육상조직에 잠재하고 있는

(Soft Market) 및 계속되는 대형사고의 발생, 클레임코스

리스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뿐만 아

트(Claims Costs)의 증가는 해상보험 언더라이팅에 있어

니라 상황과 정도에 따라 관계된 기업(화주, 운송인, 보험

보유수지의 악화라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難題 (난제)를

자 등)의 존재가치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다. 本稿(본고)에서는 이러한 어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해상관련기업

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해상보험시장의 지속가능한 보

이 초점을 두어야 할 리스크 관리의 기본방향은 육상·

험영업 이익의 성장을 위하여 고려해 볼만한 개념의 도

해상 전 과정에서 잠재하는 인적요소의 관리이며 사후

입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관리보다는 사전적 예방관리라고 생각된다2).
해상분야에서 리스크가 현실화되어가는 과정, 즉 손해

2. 해상위험관리의 개념

고, peril) → 損害(손해, Loss)의 순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갑판 상에 흘러내린 기름이나 End-on 또는
Nearly end-on 상태의 두 선박은 위태상황을 조성하고

로 인한 해상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

있으며 하역인부가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선박이

고 통상적인 기업경영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거쳐 부상이나 선체손상 또는 오염이

나타날 수 있는 不測(불측)의 상황이나 계획에 포함되어

라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있지 않는 변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손해의 발생시점’
을 기준으로 볼 경우 위태와 사고는

것으로 리스크는 육상 및 해상에 공히 존재하는 것이다.

사전적 개념(Pre-Loss)에, 손해는 사후적 개념(Post-

차이가 있다면 육상에서의 리스크는 다분히 인적요소가

Loss)에 해당하며 리스크관리는 주로 사전적 개념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비해 해상에서의 리스크는 일부

비중을 두고 있다3)4).

사람이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가 있다는 점이

해상보험 실무적 관점에서 Marine Risk Engineering이

라고 하겠다.

라 함은 이러한 위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자의

해상리스크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해상사고는 관

선제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입장

련 보험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육상의 리스크에 관하여

에서는 해상보험 자체가 위험관리의 기술적 처리 중 하

는 관리의 대상 밖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

나이긴 하지만 보험자의 입장에서의 위험관리의 기능은

이었으나 최근에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이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요소가 된다.

1) 윤민현,“해운과 Risk Management”
, Korea P&I Club, 2014, 1쪽.
2) 同旨, 윤민현, 전게서, 2쪽
3) 윤민현, 전게서, 6쪽
4) 통상적으로 유럽계 보험자들은 Risk Engineering, 미국계 보험자들은 Loss Control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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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련사업에서 리스크라고 하면 선원들의 과실

Risk & Insurance

의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危殆(위태, Hazard) → 事故(사

•손해율의 개선 등을 통한 전반적인 영업이익 극대화
•	위험노출도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험상품, 보험가
입방안, 담보범위 제시
•가격 및 서비스품질 경쟁력 확보

3.	해상위험관리의 절차 (Project
Cargo에서의 실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 해상적하보험시장에서 보험자 자체적인 위험

아래의 문구는 싱가폴에 소재한 한 해상보험자가 Project

관리방안이 실행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

Cargo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조달되는 화물의 적하보험) 위

이나6) 앞서 언급한 Project Cargo의 영역에서는 통상

험관리방안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적으로 보험자의 자체적인 위험관리가 수행되고 있다.

해상위험관리의 개념과 보험자 측면에서의 장점을 간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하고도 극명히 보여주고 있어 여기서 소개한다.

•선적화물 자체가 대형 플랜트, 발전소 등에 조달된다.

해상위험관리전문인력의 보유는 단순히 사고예방의 차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정밀한 대형화물이 조달된다.

원에만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견지에서

•물류의 흐름과 그 기획이 복잡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도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changing, and

•전체 화물의 전반적인 조달에 특수한 처리, 복합적
인 운송기법이 요구된다.

Focus
초점

managing those risks requires the kind of

Project Cargo의 특성상 비표준 컨테이너화물 (Open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our

top, Flat rack를 포함한 Breakbulk의 형태)이면서 수백

Marine Risk Engineers have”
.

톤 이상의 중량화물 (Heavy Lifts)의 운송이 이러한

(운송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해당위험을 관리하기 위

Project 물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7). 또한 이러한 화

하여는 당사의 해상위험엔지니어가 보유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물들은 운송기술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갑판적재되

이 필요합니다.)5)

거나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

그림 1. 왼쪽 : 크레인장착 부선을 이용한 철도화물의 선적 및 오른쪽 : 중량화물의 갑판적 선적 과정
5) Liberty International Underwriters,“Marine Risk Engineering–Project Cargo -서울”
, 2011
6)	선박건조보험의 영역에서는 JH 143 Survey가 조선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건조 중인 선박의 누적위험 분석, 자연재해위험에의
노출도 분석, 화재방재시설점검 등을 들 수 있다.
7)	이러한 Project 수행에 핵심이 되는 화물을 Critical Items으로 부르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보험조건상 위험조사담보(Survey Warranty)의 대상
이 되는 화물로 보험증권상 명기한다. 발전소 건설의 경우 Gas Turbine, Steam Turbine, Generator,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Condenser, Boiler, Transform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그림1.의 예가 그렇다.

풍랑을 만나 물적손해가 발생하고 공동해손을 구성하는

또한 대규모의 건설공사 (Construction Project)에서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화물의 자체에 발생한 단독해손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기법을 이용한 자금조

및 공동해손 희생손해 또는 비용손해에 덧붙여 화물의

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물의 물적손해담보에 추가하여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상업운전개시가 지연

발주처 및 금융기관의 피보험이익을 위한 예정이익상실

되는 결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까지도 보험보상이

담보(Delay in Start-Up 또는 Advanced Loss of Profit)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그 예정이익상실담보

이러한 상당한 위험노출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Marine

에서 명시하고 있는 담보위험은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Risk Engineers는 아래의 단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

있다.

제적으로 위태와 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실행을 한다.

•	적하보험, 전쟁 및 동맹파업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담보적용사항 (가장 흔히 사용되는 82/1/1의 Institute

•	선박보험과 전쟁 및 동맹파업약관(Institute Voyage

Clauses–Hulls and/or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에 담보적용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계적인 고장이나 선박의 파손

•	기타 다른 운송수단의 기계적인 고장
•	Aircraft All Risks Policy(War 및 Hi-jacking 포함)
의 담보적용 사항

복원성 등 감항능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권고, 내
륙운송과정에서 트레일러 등 운송운송수단의 전복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의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해상
및 육상운송과정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실행을 통하여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운송 및 적부계획의 검토
•	공급업자의 구내에서 내륙운송수단에의 선적과정 검사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금융기관에 발

•	예인선 및 부선에서의 환적과 선적과정 검사

생하는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예정이익상실

•	내륙운송수단 및 부선에서의 환적과 양하과정 검사

담보부문에서 변동비(Variable Costs)를 제외한 고정비
(Fixed Costs) 및 순영업이익(Net Profits)을 보상한다9).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Project Cargo 영역에서는
중량화물의 복잡하고 특수한 운송기법과 그 실행이 주
된 위험노출도(Exposure to Risks)를 이루게 된다. 또한

•	외항화물선에서의 선적과 적부에 관한 검사
•	양하항에서 외항화물선에서의 양하과정 검사
•	건설현장까지의 인도를 위한 최종 운송수단에의 선
적과정 검사
•	건설현장에서의 하역과정 검사
•	항해구간의 기상예보의 준수 등 항해과정 중 안전운
송을 위한 항해기술적 권고

결과손해를 담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금융과 회계
에 관한 고도의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

위의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림 2~6.의 사

고 만일 Gas Turbine을 운송하는 화물선이 항해도중에

진들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8)	이 예정이익상실담보는 화물의 운송 중 화물이 적기에 인도되지 못하고 그 결과 프로젝트의 상업운전이 개시되지 못하여 발주처 및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부문이다. 결과손해를 휴지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9)	변동비는 생산량의 정도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이므로 지연(Delay)이 발생하였을 때는 생기지 않는 비용이다. 생산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의
하에 변동비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변동비는 생산량과 함께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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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해난구조 (Salvage)
및 인명구조(Life Saving)

를 위한 기술적 권고, 화물의 적부를 확인하여 선박에
Risk & Insurance

Cargo Clauses (A), Institute Cargo Clauses (Air),
Institute War Clauses, Institute Strike Clauses)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하역과정에서의 화물의 추락방지

그림 2. 운송계획의 타당성 검토

Focus
초점
그림 3. 트레일러(Trailer)에의 적부도 검토 및 현상검사

그림 4. 부선(Barge)에의 적부도 검토 및 현상검사

그림 5. 강의 도하시 항해기술적 권고 및 항로선정

Risk &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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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화물의 내륙운송 및 최종 인도검사

Focus

우리나라 해상적하보험시장에서는 전세계 적하보험시

소, 해운업황의 부진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중견해운기

장과 마찬가지로 Project Cargo 영역에서 만큼은 사

업의 도산 및 선대규모의 축소, 경쟁도의 심화 등으로

전적 위험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왔

인하여 계속되는 요율인하압박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다. 즉, 위에서 언급한 사전적 리스크관리 개념이 충실

볼 수 있다11).

히 이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상검사 등 물리적 수

최근 많은 수의 대형 해상보험 사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

단을 통하여서도 리스크의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화물

서도 2010년도에 발생한 전자제품화물의 부적절한 포

의 적부도(Stowage Plan) 및 운송/하역계획서(Method

장으로 인한 약 US$ 3천만불의 사고 및 2011년도에 발

Statement)의 사전검토 후 현상검사의 실시여부를 결정

생한 철광석의 선적도중 선체가 파열된 사고(약 US$ 2천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서류적 검토를 통하여 기술적

8백만불의 발생손해액), 최근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방조치가 실행됨

조선소 내 건조 중인 선박에 발생한 화재사고 등은 사전

으로써 위험노출도가 제어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비용

에 방지할 수 있었던 유형의 사고였다는 점에 많은 아쉬

관리 및 절감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움이 남는다.

아쉬운 점은 해상보험자 자체적인 위험관리조직을 갖추

또한 최근의 선박의 대형화 추세는‘컨테이너화물은 상

지 못하여 해외에 소재한 재보험자에게 전적으로 의뢰

대적으로 안전하다’
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

하여 이러한 예방적 실행을 하여 온 점이다10).

며12), Nickel Ore 등 대량 벌크화물의 액상화로 인하여
운송 중인 선박의 전복 및 침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초점

가 크다 하겠다13).

4.	제언

또한 위에서 언급한 Project Cargo의 영역은 보험조건
상 Survey Warranty에 따라 사전적인 위험관리방안이

앞서 설명하였듯 최근 우리나라의 해상보험시장은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일반적하보험에서 소수의 품

적지 않은 도전과제와 만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목 및 손해유형에 따라서 설정된 경우 이외에는 공제금

이후 계속되어 온 세계 무역거래물동량의 감소, 유가하

액(Deductible)이 설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적하보험실무

락으로 인한 국제원자재시장의 위축 및 보험가액의 감

를 고려하였을 때14) 해상위험관리부문은 앞으로 간과할

10)	우리나라 상업보험자의 일부에서 위험관리방재연구소에서 해상위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고는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가 적하의 보관위험
및 항만의 하역시설의 위험관리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나라 해상보험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자체적인 위험관리팀을 보
유하여 P&I 가입검사 및 기타 손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을 회원사(Members)인 해운회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한 자
세한 내용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홈페이지 http://www.kpiclub.or.kr/Services/rm_00.htm 참조
11)	AXCO Insurance Information Service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적하 및 선박보험시장은 약 10% 정도의 거수보험료 축소가 예상된다
(www.axco.co.uk).
12)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Allianz Global & Corporate Specialty의 http://www.agcs.allianz.com/insights/white-papers-and-casestudies/safety-and-shipping-review-2015/ 및 해사언론 Maritime Executiveshttp://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iacsacts-on-mol-comfort-report를 참조
13)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Standard P&I Club의 http://www.standard-club.com/media/1557838/cargo-liquefaction-and-the-ismcode.pdf 및 DNV GL의 www.dnvgl.com참조
14)	대표적으로 기계류화물(Machinery)에는 어떠한 유형의 손해에도 공제금액이 설정되지 않는다. 화공품화물(Chemicals)에는 부족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공제금액이 설정되나 다른 유형의 손해에는 공제금액의 적용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견줄만한 고급의 해사전문인력

각된다. 이외에도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위험

을 양성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해사검정

(Storage Risk)의 요구증대, 2000년대 초 이후 항만터미

업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업계가 유능한 인

널 등 Maritime Liability 보험상품의 수요증대 등을 감안

력 풀(Pool)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

하였을 때 해상위험관리개념의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라고 생각된다.

있는 업계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면과 시간, 경험의 부족으로 선박보험 및 P&I와 관

따라서 우리나라 해상보험자들도 해상위험관리조직을

련한 내용은 간략히 언급만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갖추고 예상가능한 사고유형의 시나리오에 따른 사전

다. 다만 위에 언급한 해상적하위험관리의 개념은(특히

적 위험관리지침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

Project Cargo의 영역에서 언급한) 선박과 P&I라고 해서

된다. 다른 보험종목에서와는 다르게 해상위험관리 담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박의 감항능력과 화물

당직원은 일정 수준의 해기 경험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운송의 안전성 확보라는 전제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선

다른 나라의 예에서 살펴보건대 최소 수 년간의 1등항해

제적인 실행방안의 수립과 실행이기 때문이다.

사 이상의 승선경험이 있는 해기사 중에서 선발하여 일

끝으로 이 졸고가 우리나라 해상보험실무에 조금이라도

정기간 동안 해상보험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거친 후 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업에서 실제 검사의 수행 등의 업무를 한다.

Risk & Insurance

수 없는 필수적이고 중대한 기능을 맡게될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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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백 천 우 전문위원 변 지 석 과장
현대해상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낙뢰사고의 특성 및
피해사례분석

1.	낙뢰란?
대기방전

공중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방전현상을 뇌방전이라
하며 뇌방전의 발생원인으로는 눈보라, 모래폭풍, 화산
폭발 등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뇌운(雷雲)이다.

운간방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수분을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여 구
름을 형성할 경우, 구름하부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구름

운내방전

상부의 차가운 공기가 마주치게 되고, 구름 안의 온도
차이로 인해 구름 안의 수분이 움직이며 양(+)전하와 음
(-)전하로 분리된다. 구름 속의 전하분리가 다량으로 발

낙뢰

생하면 순간적으로 구름이나 땅으로 전류가 흘러 소멸되

뇌방전은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운내방전,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간방전, 구름과 인근 대기간에 발

그림 1. 낙뢰의 종류

타났다(기상청, 2011~2015).

로 구분(한국전기연구원, 2013; 소방방재청, 2009)된다.낙

낙뢰피해는 구조물이나 전기설비 등과 같이 대지에 접

뢰는 전체 뇌방전 현상에서의 비중이 10%정도지만 뇌방

한 곳이나 대지를 낙뢰가 직접적으로 가격하여 물리

전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연현상

적 파괴와 화재 등을 유발하는 직격뢰 피해와 전자펄스

이다. 최근 환경적 영향에 의한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더

(Electromagnetic Pulse), 정전펄스 (Electrostatic Pulse)

불어 낙뢰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낙뢰로 인한 인적·물

등과 같이 방송장비 및 전자기기 등의 간접적인 고장을

적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초래하는 유도뢰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낙뢰사고
의 유형은 크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인명피해는 감전에 의한 사망 및 부상으로 구분된다.

2.	낙뢰 발생현황 및 사고유형

2000~2006년 통계(박만식, 2005)에 따르면 낙뢰로 인
한 사망사고는 군사훈련 및 통신시설가설(27%), 농어촌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연평균 141,198

지역 (22%), 스포츠 (15%), 해수욕장 (10%) 등과 같이 주

건이 발생하는 낙뢰의 79%는 하절기 (6~8월)에 집중

로 야외활동 중에 발생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

(2005~2014년 통계 기준)된다. 전체 발생건수 기준으로

이, 낙뢰로 인한 사망자는 1926~2004년 동안 연평균

는 경기도(23,601건), 충남(21,576건) 및 경북(19,442건)

2.6명이었으나 2005~2013년간 2.1명으로 감소추세

지역의 발생 비중이 높았으며, 단위면적당 발생빈도 기

에 있으나, 부상자수는 2.1명에서 6.0명으로 급격한 증

준(2010~2014년 통계 기준)으로는 충남 (2.49건/㎦), 서

가추세에 있다(소방방재청, 2009; 박만식, 2005; 국가재난

울(2.45건/㎦) 및 경기(2.32건/㎦) 지역의 빈도가 높게 나

정보센터, 2016).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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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대기방전 및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낙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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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뇌방전현상이 발생한다.

200,000

50,000
월별 낙뢰발생건수

60,000

연도별 낙뢰발생건수

250,000

150,000
100,000
50,000
0

40,000
30,000
20,00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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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도별 낙뢰발생 현황
25

(b) 월별 낙뢰발생 현황(2005~2014)

낙뢰발생건수(단위 : 천건)
단위면적(km2)당
낙뢰발생빈도(단위 : 건/km2)

20
15
10

Special

5
0

특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c) 지역별 낙뢰발생 현황(2010~2014)

(d) 낙뢰발생 분포도(2014년)

그림 2. 낙뢰발생 현황

는 미국의 낙뢰사고 사망자수 감소 (1975~2004년 평균

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호하게 되며 야외

64명, 2005~2014년 평균 32명, 그림 3)를 농기계발전으

활동이 증가할수록 낙뢰에 의한 인명피해위험이 증가함

로 인한 야외농업활동 농부수의 감소, 낙뢰 안전의식변

을 의미한다.

화 및 낙뢰대비 설비기술의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

인명피해와 함께 가옥이나 삼림의 화재, 건축물이나 설

회가 발전하며 경제적인 기반이 선진국화 될수록 사람

비의 파괴는 낙뢰에 의해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표 1. 낙뢰사고의 유형
직접적 피해
낙뢰에 의한
감전

간접적 피해(뇌격)

가옥/산림의
화재

건축물/설비의
파괴

전력설비
(정전)

인명피해

통신설비

철도/교통시설

(통신두절)

공장/빌딩

(불통)

(조업중단)

재산피해

표 2. 낙뢰로 인한 국내 인명피해현황
구분

1926~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망

209

2

5

8

0

0

2

0

1

1

부상

168

2

6

10

3

0

27

2

1

3

계

377

4

11

18

3

0

29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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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의 낙뢰사고 사망자수 변화

피해로 분류된다. 전력설비에의 뇌격으로 인한 정전, 통
신설비의 뇌격으로 인한 통신두절, 교통시설에의 뇌격

3.낙뢰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현황

단 등과 같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피해는 파급효과

보험종목(재산종합보험을 포함한 주택화재, 일반화재 및 공장

나 범주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이 복잡하고 피해

화재보험)에서는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및

규모 산정의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특히 전력공급

피난손해를 포함하여 낙뢰(벼락)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를

중단으로 인한 광범위한 정전, 공항폐쇄, 교통혼잡, 주

기본담보로 보상1)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2013년

요정보훼손 등과 같은 손실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불

12월말까지 현대해상에 접수된 자연재해 보험사고 통계

가능한 심각한 피해이다. 더욱이 산업화 및 정보화에 따

분석 결과2), 총 2,126건의 낙뢰사고로 인해 207억원의

른 급격한 환경변화는 낙뢰로 인해 발생하는 첨단전자

손해가 발생하였다(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2014).

기기피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기간 동안 물건수대비 원
수손해액 (=원수손해액/물건수), 사고율 (사고건수/물건수)

물건수대비 원수손해액(단위 : 천원)

사고당 평균 원수손해액(단위 : 백만원)

0.25%

사고율

16

0.20%

12

0.15%

8

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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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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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대해상 재물성 보종 담보물건 중 낙뢰사고 발생현황
1)	발전기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차질, 기업휴지와 같은 간접손실 등은 면책사항
2) 화재특종보험상품(총 39개 보험상품)의 자연재해 관련사고 통계분석 결과 21개 보험상품에서 낙뢰사고 발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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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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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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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Risk & Insurance

에 의한 불통, 공장이나 빌딩에의 뇌격으로 인한 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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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omeowners Insurance Claims and Payout for Lightning Losses(2005~2014)

및 사고당 평균원수손해액(원수손해액/사고건수) 모두 증

Special

사고율(%)

0.00030

가하는 추세로 이는 낙뢰로 인한 보험사고의 빈도와 피

0.00025

해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0.00020

(그림 5)에도 주택화재보험가입물건에 발생한 낙뢰사고

발생건수는 낙뢰안전의식변화 및 낙뢰대비 설비기술의

0.00015

발전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정

0.00010

특집

도가 높아져 사고당 평균원수손해는 급격히 증가하고

0.00005
0.00000

있다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16). 한편 지역
-

1.00

2.00
3.00
낙뢰발생빈도

4.00

별 면적과 보유물건수를 고려한 국내의 낙뢰발생빈도~
보험사고건수 간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 낙뢰발생빈도~사고율 상관관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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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2014,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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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설물별 낙뢰사고 발생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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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파트 낙뢰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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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장 낙뢰피해유형

그림 11. 주유소 낙뢰피해유형

보험담보시설물의 낙뢰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설물

다. 일반건물 낙뢰사고는 사고당 피해규모가 적은 편(사

을 사용 용도별로 13개로 분류(그림 7)하였으며, 사고건

고건수기준 비중 17%, 손해액기준 비중 6%)이나 공장의 경

수기준 전체 낙뢰사고의 93%가 아파트(64%), 일반건물

우 사고건수기준 비중이 8%인데 비해 손해액기준 비중

(17%), 공장(8%) 및 주유소(5%) 담보물건에서 발생하였

이 28%로 사고당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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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반건물 낙뢰피해유형

사고건수기준 비중

Risk & Insurance

비중 (%)

사고건수기준 비중

80

사고건수 비중으로 낙뢰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4개(아파

건물의 사용용도별로 9개로 구분하였으며 상가건물에

트, 일반건물, 공장 및 주유소) 시설물별 낙뢰피해 특징을

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타건물(수련원, 온실,

분석한 결과는 그림 8.~그림 11.과 같다. 아파트 낙뢰

주차장, 호국원 등)에서 발생한 낙뢰피해는 사고건수는 적

피해는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그림 8), 가장 빈번하

지만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에 발생

게 발생한 낙뢰사고는 인터폰/방송설비피해(29%, 그림

한 낙뢰피해(그림 10)는 내/외부 기계의 직/간접적인 피

12 (a), (b))와 복합피해3)(19%)였다. 아파트 낙뢰피해 전

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유소(그림 11)의 낙뢰피해

체의 평균손해액은 8,854천원이지만 복합피해는 평균

유형은 5개로 구분하였으며 주유기 피해가 사고건수 기

손해액 17,041천원으로 다른 피해보다 피해규모가 크

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피해규모는 유량게이지

게 나타났다. 일반건물 피해(그림 9, 그림 12 (c), (d))는

피해가 가장 높았다4).

Special
특집
(a) 아파트 로비폰내 주장치카드 피해

(b) 아파트 지문인식기 피해

(c) 실험실 PCB 소손

(d) 심정펌프 케이싱 손상
그림 12. 낙뢰피해현장

3) 복합피해 : 여러 가지 피해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적 피해
4) 주유소 낙뢰피해의 피해규모는 복합피해가 가장 높았으며 단일피해로는 유량게이지 피해가 최대

4.맺음말

도뢰 피해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각종 전자
기기에 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산업화 및 정보화에

낙뢰발생부터 피해발생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한

따른 전자기기의 급격한 증가로 유도뢰피해가 급증하고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낙뢰사고 예측은 현

있는 문제가 있다. 낙뢰로 인한 서지현상에 대비하기 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캠핑과 같이 주

한 다양한 기술과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ed

변에 피뢰설비가 드문 개활지에서의 야외활동이 지속적

Device)가 개발되어 설치되고 있지만 관련기술의 정보

으로 증가하고 있어 야외활동간의 낙뢰에 의한 인명피해

부족/오류 등으로 인해 고용량/고가의 낙뢰피해설비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가 불안정한 시기에

설치하고도 설치방법상 발생한 문제로 그 효과가 낮은

야외활동이 계획된 경우 뇌우 시 대처요령 등을 숙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는 계통적인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57조 피뢰침의 설치],‘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낙뢰관련 보험사고는 주로 아파트

규에서는 낙뢰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뢰설비 설치기준

나 상가건물에서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나 사

을 정하고 있다. 20m 이상의 고도를 갖는 건축물에 의

회 기반시설에 발생한 낙뢰사고는 피해규모가 심각하게

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피뢰침의 보급으로 건

늘어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사고는 보험가입으로 어느

축물이나 사람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직격뢰피해

정도 위험을 분산시킬 수는 있겠으나 기업휴지와 같은

는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간접손실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낙뢰피해를 100% 대

러나 피뢰침설비는 직격뢰에 의한 피해감소에는 유효하

비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가의 전자장비를 갖춘 시설물의

지만 낙뢰에 의해 전기회로에 발생되는 이상전압인 서

경우 낙뢰대비 피뢰시설 및 서지보호장치를 주기적으로

지(Surge)현상과 같이 낙뢰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전기연구원 (2013),“낙뢰안전가이드북”
2. 소방방재청 (2009),“낙뢰피해 기준정립 및 경감대책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3. 기상청 (2011~2015),“2010~2014 낙뢰연보”
4. 박만식 (2005),“우리나라의 낙뢰피해 통계 및 피뢰설비 규격”,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16), http://www.iii.org/fact-statistic/lightning
6. 국가재난정보센터(2016),“월별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http://www.safekorea.go.kr/dmtd/Index.jsp
7.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2014),“자연재해 보험사고 특성 연구 : 낙뢰피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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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조소의 기준] 등의 법

Risk & Insuranc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피뢰설비]’
,

Research & Analysis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를 중심으로)
정윤식

교수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비행교육원장(항공안전)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를 비용적 측면, 즉 자
원의 분배라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방법이다. 다

항공기 사고의 특징은 사고에 대한 내용이 언론 등을

소 내용이 생소할 수 있으나 항공사가 재정적으로 감당

통해서 신속히 전파된다. 이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많은

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준의 안전관리

관심과 사회에 주는 충격강도면에서 매우 높으며, 운영

를 하는 방안이다.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으로 표현할 정도

이론적 배경에서 보면 운영되는 항공조직에서 영업/생

로 물적·인적손실이 크다.

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사업부문별 관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

리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안전관리도 그 사업부문별 절

서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는 운영기관의 관리차원을 넘어

차 중의 하나이며 기업의 안전관리는 재무관리나 인사

국가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갖고 안전관리를 하고

관리 등과 같이 핵심사업기능 중의 하나이다.

있다.

항공사는 단순히 사고방지를 위해 설립된 조직은 아니
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윤이 목적

등을 만들고 이를 보완해 나가며 안전관리를 하고 있

이다. 항공사의 안전관리는 중요 사업관리의 분야임에

다. 그 중에 최신 항공안전관리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

도 불구하고 기업의 목표달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시스템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MS)1)

있어 항공안전관리는 항상 잠재적으로 관리상의 쟁점을

이 있다.

가져오게 된다.

Risk & Insurance

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해서 많은 안전관리기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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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항공분야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규제나 교육훈련, 첨단 항공장비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항공사고율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고율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항공
안전관리시스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며, 시스템을 ICAO Doc 9859“Safety Management Manual (SMM)”메뉴얼을 통
해 안전을 위한 조직구성, 책임분장, 기본정책과 그 시행방법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국내의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서비스 제공자가 정부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2.안전관리의 목적

Management Levels
(의사결정기구)

안전관리의 목적은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된 현대산
업사회의 환경 하에서 위험한 시설, 환경으로부터 과학

Resources

Resources

(자원의 배분)

(자원의 배분)

적 예방,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인도적, 생산 능률적으로
각종 사고의 원인, 경과에 대한 대책의 과학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계통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설정된 안전

Protection Goal
(안전 목표)

Production Goal
(영업 목표)

목표에 도달하는데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항공분야에서의 안전은“손상이나 손해가 허용하는 수
준까지 제한된 위험 안에서의 받아들이거나 조건을 만

생하면 자산의 손실로 이어지고 기업이 도산하는 일까

Research & Analysis

족시키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지 발생하며 어렵게 이루어낸 수익이 사건/사고에 대한

결국“안전관리 = 위해요소의 인지+위험관리”
로 요약

처리비용으로 투입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기업 (항공사)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

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으므로 어떤 시스템의 안전여부가 평가되어지기 전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인 것이다.

먼저 허용되는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연구분석

다. 다시 말하면 항공분야에서의 안전은 손상이나 손해

에서는 보유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의 위험이 항공사에 허용되는 기준을 정의하고 위험의

기업에 운영의 주된 목표인 영업목표와 안전목표를 달

정도를 설정된 기준 내에서 유지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배분한다.

있다. 따라서 기준을 벗어난 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기업을 안전하게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면 더

명백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균형을 위하여 자원의 배분은

서 사건에 대해 파악가능하며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

기업운영에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기준을 벗

자원의 배분은 안전목표와 영업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어나는 위해요소 인지와 위험관리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잡아야 한다.

한다.

배분이 적절하지 못하여 영업목표가 지나치게 우선시
되면 기업에 사고 또는 재난이 발행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안전

3.	자원의 분배

비용의 증가로 기업재정이 악화되거나 파산에 이를 수
가 있다.

항공안전관리의 주요 요소는 자원의 배분이다. 이

기업운영에서 안전관련문제는 영업 및 서비스제공 시

러한 내용은 과거의 안전관리가 사고방지라는 의식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벗어나야 할 사안이다. 기업이 안전하지 못해 사고가 발

이유로 안전분야에 자원의 할당이 미루어지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영업목표에까지 영향을 주어 기
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4.	안전관리기법
안전관리에서 볼 때 자원의 배분방법으로 3가지의

Man

agem

(의사 ent L
e
결정
기구 vels
)

관리기법이 있다.
Resources

(자원의 치우친 배분)

Protection Goal
(안전목표)

Production Goal

사후대응적 방법

사전예방적 방법

예측적 방법

조직 내 안전활동
잠재적 문제점의
이미 발생한
분석을 통하여
파악을 위하여
Event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준사고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성능 정보를
Risk를 적극적으로 실시간 정상운항을
사고가 이에
파악하여 사전에 통하여 발생 시 마다
해당함.
예방하는 방법.
수집하는 방법.

(영업목표)

사고 또는 재난

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Risk &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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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배분은 파산과 재난 사이에서 적절한 배분이 이루

4.1 사후대응적 방법(Reactive)

어져야 하며 기업의 확장, 경제상황, 사회적 분위기, 저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례분석 및 조사 등을 통

돌적인 투자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서 어떤 원인으로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고 방지방안

s
evel
ent L구)
m
e
nag
정기

Ma (의사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안에

(자원의 치우친 배분)

Production Goal
(영업목표)

Protection Goal

및 정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한 사건/사고의 범주가 방대하거나 전혀 예상

(안전목표)

Bankruptcy

대하여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자원의 투입시기

하지 못한 사례일 경우에는 예산부족 또는 기업의 판단
에 따라 대응을 포기하거나 예방적인 조치로 변경하는

Protection (안전목표 소요비용)

ORGANIZATION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사고의 연속성’
에 의거 재

재무관리

파산

발 또는 유사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ety
Saf ace
sp

“사고의 연속성”
재난

Protection (영업목표 소요비용)

안전관리

하인리히법칙에 근거하면 사고는 잠재적인 요인의 최종
적 표출로 볼 수 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은 내부적으
로 15건 이상의 사고가 날 뻔하거나 낮은 수준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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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기술(기계)적인 실패가 연관되어 있는 사안과

Resources

발생하였다고 본다. 한 건의 사고라는 것은 잠재적인 사

이 필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고 제도의 운영

건발생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환

이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고제도 (보고받는 자

경을 확실하게 개선하지 못하면 유사한 사고는 지속적

위주의 보고가 아닌 보고하는 자 위주의 손쉬운 방법)를 이

으로 발생하게 된다.

용하여 각종 보고를 받아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
는 사안 (Hazard)을 분석하여 그로 인한 잠재적 결과

4.2 사전예방적 방법(Proactive)

(Consequence)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가 발생할 위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과거의

험(Risk)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 안전감사/조사 등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방법

4.3 사전예측적 방법(Predictive)

이다.

예측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일

Research & Analysis

조직이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Risk)을 파악하

어날 현상에 대하여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고 Risk가 주는 안전 저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

다. 이러한 설명 속에서 사고의 발생을 막거나 줄이는

립하는 방법이다.

방법이 도출된다.

이 방법의 특징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아직

문제가 발생할 때를 기다리기보다 문제점을 찾아 나서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자원을 투

는 매우 진취적이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방법이다. 이를

입하는 방안이다보니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설득에 어려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요하는데 보고제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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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및 비밀보장 보고), 운항데이터분석, 모니터링 등 Risk 정

사전예방적 방법을 위해 조사, 감사, 검열 등의 방법

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안전관리수준
System설계

Baseline performance

HAZARDS

High

예측적

Middle

사전예방적

Low

사후대응적

Op

era

운항데이터분석,
직접관찰시스템

Air Safety Report,
안전조사

가장 효율적

매우 효율적

안전관리 권장수준

사후대응적

tio

Pra

ctic

na

lp

erf
orm

a
Air Safety Report, nce

사고,
준사고보고서

의무보고서

효율적

ORGANIZATION

비 효율적

al d

rift

손쉬운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자료수집 및 분석에

규정은 법, 규칙, 훈령, 사내규정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예측의 정확도와 가능성이

이 되며 잘 정비되고 문서화된 규정은 항공사고를 막는

희박한 사안까지 대응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먼 미래

강력한 도구로 작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항공안전관리의

의 문제일 경우 의사결정기구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 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를 비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안전경제학을

둘째, 훈련(Training)이다.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고, 왜 안전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훈련은 교육, 훈련,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반복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가 있다.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보다 손쉽게 적응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비용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된다. 손실의 종류에는 2가지의 비용이 있다. 비용편익

마지막으로 기술(Technology)이다.

의 분석차원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누어진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과 하드웨어적인 기술 모두를 포함

직접비용은 쉽게 결정이 가능한 사용내역이 명백한 비

하고 있으며 점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은 규정쪽으로

용이다.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이라 함은 하드웨어적인 사

직접비용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위험요인

항을 말하고 있다.

(Hazard)에 근거하여 사건/사고에 대해 사전에 구입한

기술은 인간이 미처 탐지하지 못하거나 인지가 어려운

항공보험으로 직접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하여 장비 등을 이용하여 안전운항에 도움을

물론 항공보험의 가입은 금전적인 위험 (Risk)의 이동을

주는 기술을 항공기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실수(Error)

의미하며 실제 안전 Risk를 줄이지는 않는다. 보험자체

의 발생을 방지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가 안전관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안전방어막이라도 모든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간접비용은 영업 손실, 회사평판의 타격, 장비손실, 직

는 없으며 현존하는 위험을 모두 파악하고 새로운 위험

원 생산성 손실,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과징금 및 법적

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 안전방어막이 의도한 대로

소환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이러한 간접비용

기능을 완벽히 수행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실무에서의

은 항공보험이 아닌 다른 종류의 보험을 통해 담보가 되

사용방법의 문제, 방어막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 새로운

거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도 한다. 간접비용은 직접비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개선작업의 미비 등으로 인해 완

용을 능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항공사가 감당을 하지 못

벽한 안전방어막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5. 항공안전의 방어막
항공안전에 있어서 사건/사고를 막는 3가지의 안전
관리 방어막이 있다.

6.	최후의 방어막
안전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법이 사
전예측적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건/사고를 완벽히 방지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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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규정(Regulation) 이다.

Risk & Insurance

최근 Big Data를 이용한 분석기법을 도입할 경우 보다

항공사(기업)를 운영하는데 무한정 안전관리비용을 지불
하며 안전방어막을 확대하고 보완한다고 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7. 보험의 확대
대부분의 항공보험은 직접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

사고가 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성되어 있다. 향후,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항공보험을 통

기정사실화하지 못하면 사고방지나 안전관리를 할 수

해 담보되지 않는 간접비용에 대한 보험의 활용까지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고발생 시 대응비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에서 보

최소화하는 것은 기업운영의 기본원칙이며 기업의 생존

험의 종류를 늘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가 항공사고

을 위해서도 반드시 최소화해야 한다.

에서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보험사항까지도 어느

여기에서 그 최소화 방법 중 하나가 항공보험이라 할 수

정도 수준에서 강제 또는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있다. 국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하여 개인과 기

현재 법적으로는 기체보험, 승무원/승객배상책임보험,

Research & Analysis

업을 위해 법적으로 항공보험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한정되어 있다. 항공사는 거대자본

고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사고에서 반드시

이 투입되고 국가기간사업이라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직

발생되는 보상에 대한 대비책이다.

원의 고용안정과 항공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

완벽한 보호를 받는 보험은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

요할 것으로 본다.

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하고 이는 안전관리

항공안전관리에서 사전예측적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와 기업경영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

말하고 있다. 항공보험이야말로 안전관리에 있어 사전예

연구분석

로 기업경영의 사항이다.

측적 방법의 중요수단이라 볼 수 있으며 재산상의 보존
을 넘어 항공안전관리의 중요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ICAO Doc 9859“safety Management manual (SMM)”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38호“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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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변호사 김 홍 중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조물의 하자로 초래된 영업손실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2다4824판결과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따라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
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 판매된 고가의 수입차량들에서 잇따라

최근 대법원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범위의 제한과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제조물1)책임이 문제되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는데(2015. 3. 26.

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들은 차

선고 2012다4824판결), 발전플랜트의 하자로 인한 정지

량가격에 해당하는 손해(전소의 경우, 교환가치), 차량을

기간 동안 발전플랜트를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손

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의 범위에서 배제한다는

해(사용가치)를 입게되고, 나아가 차량을 이용해 영리활

것이다. 본 졸고에서는 위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

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동안 영업손실까지 입게 된

로 제조물책임법의 해외입법례 및 제조물책임보험에 대

다. 이 경우 제조업체는 일정한 요건하에 소비자에 법률

한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제조업체가 제조물
책임보험(이른바 PL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피해
자에게 직접 또는 제조업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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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제조물의 하자와 관련한 개략
적인 책임내지 법률관계다.2)

2.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입법례

제언

그런데 이러한 제조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법률문제가

2.1 외국의 입법례

대두될 경우 다른 법적쟁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

2.1.1 미국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3) 현대의 국가

제조자의 엄격책임(嚴格責任)에 관한 법리는 1963년

들은 각 특별법(Products Liability Act)을 제정하여 제조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4) 사건을 계기로

물의 하자에 관한 배상책임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택되어 제2차 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

그 대표적인 특징이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의 완화

에 규정되었는데 제조물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와 배상범위의 제한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경향에

Negligence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판결“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ㆍ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소비
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2)	국제간 거래의 경우, UN 물품매매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국제간 거래에서 제조물의 하자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CISG가 적용되는지 여부(상대방이 가입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
요가 있다.
3)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차량의 화재가 차량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한다던가,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계장치에 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는‘달리던 차에 불이 났지 않느냐? 그거 자체가 하자있음을 보여주
는 거 아니냐?’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통상의 다른 손해배상책임사건과 달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자동차에 화재
가 난 사실만 입증하면 자동차제조업체가 차량에 제조상의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측의 사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4)	1963년 미국인 Greenman이 소매상에서 구입한 목공선반을 사용중 기계결함으로 인해 튀어오른 나무파편에 눈을 다친 사건이다. Greenman
은 기계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조회사의 과실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대법원은“제조자가
제품을 출시하여 제품이 검사되지 않고 사용됨을 알고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
격책임을 부담한다”
고 하였다.

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 (제조물책임)’
가 나오게 되었

독일에서는 1985. 7. 25. EC(European Community)의

는데5) 제3차 불법행위법 제21조는 인신 또는 재물에 대

제조물책임지침 이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시행되었는

한 피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결함제조물자체 이외의 원

데 제1조 제1항은“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

고의 재물(Property)에 대한 피해에 의하여 야기된 경제

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재

적손실(Economic Loss)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제조

물이 손괴된 경우에 제조자는 피해자에게 제조물의 결함

물자체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6)

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물손괴

미국연방대법원은 East River. S. S. Co. v.

의 경우에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닌 다른 재물이 손괴

Transamerica Delaval사건7) 에서 상업적 관계에서 결

되고, 그 다른 재물은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함제조물자체에 생긴 손해는 제조물책임에 의해 배상되

위한 종류의 것이며 주로 피해자에 의하여 이용된 경우

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손해에는 제조물의 가치의

에만 적용된다”
고 규정하여 제조물에 관하여만 생긴 손

감소에 따른 손해, 제조물의 수리비, 그리고 수익상실

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손해들은 계약법의 대상이 된다고

히 하였다.

하였다.

5)	권오승 외 4인 공저, 제조물책임법, 법문사(2003), 42면
6)	위계찬(2013)“제조물책임에서 순수 재산손해의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법학논고 42,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2013. 5), 285면, 아래의 미
국, 독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설명도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7)	원고는 선박건조회사인 피고와 원유수송을 위한 대형 유조선 4척의 건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조선을 인도받은 원고는 터빈에 결함
이 있음을 발견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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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독일

Risk & Insurance

한 것이다. 그후 제조물책임소송이 급증하면서‘제3차

2.1.3 일본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있었고, 대법원판례중에는

일본제조물책임법 제3조는“제조업자 등은…결함에 의

노래방기기설치, 판매업자가 노래방기기의 하자로 인해

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 그로

사업을 중단한 후 노래방기기 제조업자를 상대로 노래방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기기의 판매설치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입은 손실 및 노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래방기기 구입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이른바 제조물

다”
고 규정하여 본문과 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책임이란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외의 다른 재산에

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조물자체에 대

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 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한 손해도 제조물책임에서 제외되지 않고, 따라서 위 단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대상이

서는 확대손해가 없이 제조물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아니다”
라고 전제한 후, 노래방기기 그 자체외의 다른

만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8)

재산에 무슨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
장·입증이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을 묻는 취지의 주장을

2.2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및 대법원

Proposal

2012다4824판결의 해석론
–영업손실을 제조물책임의 범위에서 제외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제언

2.2.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전

2.2.2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

제조물책임의 범위에 영업손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은“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

련하여 하급심판례 중에는“피고가 선박 주기관을 제작

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함에 있어 가이스링거커플링에 오리피스플러그를 장치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설치된 선박 또

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

그 문언만으로는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

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

(Business Interruption 내지 Loss of Profit)이 제조물책

여 원고가 담보하게 될 엔진이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

임법에 따른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않은데 최근 대법원은“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

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

까지 제조물책임론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는 하

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제조물에 대하여만 발

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고 판결하여(서울민사

생한 재산상 손해’
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책임법제3조

지방법원 1987. 11. 11. 선고 86가합3459판결) 영업손실은

제1항). 그리고‘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

8)	권오승 외 4인 공저, 제조물책임법, 법문사(2003), 151면, 황현영,“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연구”
, 한국비
교사법학회(2013년), 351면

A 발주처
발전설비
공사도급
계약

재산종합보험 계약

하는 등 발전기를 수리하였고, A회사는 약 40일간의 수

원고

보험금 지급(영업손실 포함)

는데 원고는 A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재산종합보험계
약에 따라 이익상실손해에 대하여 면책기간을 제외한 보

B 공사업
발전기
공급 계약

리기간 동안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되었

보험자 대위

험금을 A회사에 지급하고 B, C회사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이다.9)
원심은“이 사건발전소는 터빈, 보일러, 발전기, 복수기

C 발전기 공급업
절연볼트 손상
40일간 발전정지
발전기 제조업체

등의 제반설비가 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가동되는 시설
로서 이 사건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유기적이고 복합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설비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력생산이 중단되는데 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됨

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

의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로서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제조물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

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C회사에 대

4824 판결), 제조물책임의 범위에 제외되는‘제조물에 관

한 원고의 제조물책임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

하여만 발생한 손해’
에 영업손실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

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확히 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대법원 2012다4824 판례사안은 매립가스자원화 민

제조물 자체의 교환가치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

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A회사가 B회사와 위 사업

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사용가치상당의 손해, 더

중 발전설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가

나아가 그 제조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을

C회사와 위 발전설비공사에 필요한 터빈발전기를 공급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도‘제조물에 관하여

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는 일본업체로

만 발생한 손해’
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배

부터 발전기를 납품받아(일본업체는 자회사로부터 공급받

상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제조물책임이 적

은 모듈형태의 제네레이터를 자신이 제작한 터빈모듈과 함께

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물책

납품함) B회사에게 공급하자 B회사가 A회사의 발전시설

임외의 일반적인 법리 즉,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불

에 이를 설치해주고 도급계약에 따른 발전설비공사를 완

완전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구제를 꾀할 수밖에

공하였는데, A회사가 상업운전을 하다가 발전기의 절연

없게 되며 이 경우 하자의 존재 및 고의·과실 등의 귀책

볼트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절연볼트 전체를 교체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9)	터빈발전기자체는 보조참가인인 일본업체의 자회사가 무상으로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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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발전기

Risk & Insurance

에는 제조물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

Proposal
제언

3.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영향검토

적용되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

3.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

제조상의 과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제조물책임보험 (PL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유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험가입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통, 제공 또는 시공한 제조물(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

지 여부는 민법 제393조의 해석론에 따라 좌우되는데 민

를 벗어난 후 제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

법 제393조는 손해의 종류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

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힘

누고,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즉

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영

인 책임보험, 기업보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

업손실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여

책임위험을 부담하는 담보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다. PL

지가 있고12) 그러한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의 유무에 따

보험은 기업의 제조물책임대책의 하나로 매우 유용한 수

라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

단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고액의 리콜비용이나 징벌적 손

능성이 있다. 나아가 앞서본 바와 같이 제조물과 관련된

해배상금(주로 북미지역의 경우)은 커버되지 않는 것이 일

손해에 있어서는 결함의 존재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반적이다.10) 우리나라에서의 PL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

어렵기 때문에 영업손실의 배상이 문제되어 제조물책임

보험의 형태로 가입되고 있는 것이 실무인데 상법 제724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

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급에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3)

경우 보험가입자인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PL보험약관에

해를 입은 제3자는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

서는“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

구할 수 있다.11)

해에 대한 배상책임”
과“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법리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 및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 (Loss of Use)에 대한

3.2 대법원 2012다4824판결관련 보험실무

배상책임”
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Exclusions)에 해

대법원 2012다4824판결에 의할 때 보험가입자가 제조,

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실무상으로도

공급한 제품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조물

당해 결함있는 제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

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제조물 내지 이를 포함한 설비

은 손해(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 가동중단된 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판례상의 발전설

10)	최병록,“제조물책임(PL)보험의 활성화 방안”
, 손해보험 통권 제462호(2007년 5월), 48~49면을 참고하였다.
11)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그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2)	대상사안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설시내용(특히 발전기와 발전소 전체의 유기적관계 언급부분)에 비추어볼 때, 대상사
안에서 위 내용이 쟁점화되었을 경우 통상손해 내지는 적어도 예견가능성이 있는 특별손해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13)	어떠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Case-by-Case로 각기
따져볼 필요가 있다.

표 1. PL보험 보험료 추이14)

(단위 : 백만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PL보험

110,286

110,984

119,174

119,970

104,320

4,437

12,153

57,319

40,548

6,428

114,723

123,137

176,493

160,518

110,748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장기보험)
합계

표 2. PL보험의 보험료 비중
구분

(단위 : 백만원)

손해보험(A)

배상책임보험(B)

PL보험(C)

비중
(C/A)

(C/B)

FY2010

50,836,992

527,041

114,723

0.2%

21.8%

FY2011

59,555,397

556,212

123,137

0.2%

22.1%

FY2012

65,842,949

584,647

176,493

0.3%

30.1%

67,091,317

641,922

160,518

0.2%

25.1%

72,182,064

641,959

110,748

0.2%

17.1%

주) PL보험보험료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음식물배상책임담보실적이 포함됨

표 3. PL보험손해율 추이
구분
PL보험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27.5%

42.5%

10.5%

20.1%

56.6%

주) PL보험손해율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음식물배상책임담보실적이 포함됨

3.3 참고자료 : 제조물책임보험관련 통계

실피해 및 그로 인한 배상금이 막대해질 수 있다는 점을

PL보험의보험료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꾸준히 증

고려하면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적절

가하다 FY '12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장기

히 제한할 필요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PL보험가입

손해보험에서의 음식물배상책임담보실적의 감소와 요

을 통하여 제조물책임관련 리스크를 헷지(Hedge)하려는

율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결과로 보여진다. 손해보

기업들의 현실적인 필요성 및 보험을 통하여 이들기업

험전체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3% 수

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

준으로 미미하며 배상책임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려한다면 영업손실에 대하여 일정한도로 배상해주는 특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FY2012

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보험료의 차등을 두어 가입

30.1%를 정점으로 하향추세에 있다. PL보험의 손해율

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

은 표 3.과 같이 10.5~56.6%의 수준으로 양호하나 그

단된다.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14)	이 글에 제시된 PL보험통계관련 도표들과 설명은 최병록,“제조물책임(PL)보험의 활성화방안”
, 손해보험 통권 제462호(2007년 5월), 50~55면
에서 인용한 것을 최근통계로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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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3
F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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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 결언

국내 건설사들이 전세계의 해외플랜트에서 각종 설비를

제언

제조, 공급하거나 또는 설치, 시공하고, 더불어 수많은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의 멸실, 손상으로 인한

대형 제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손해, 즉 제조물에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고 그로 인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조물책

추가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영업손실 등은 확대손

임보험에 대한 논의나 표준약관에 대한 제정논의, 플랜

해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

트 등 대형공사설비에 적용될 보험약관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4824판결은 영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졸고가 그러한

업손실을 제조물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판시를 함으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로써 제조물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본다.

Project Review

현대오일뱅크 MX프로젝트
남소연

과장
현대오일뱅크

Project Review
현장소개

1. 회사소개

원, 영업이익 6천293억원을, 주유소 2천5백여개, 22%
대의 경질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대표: 문종박)는 최초의 민간정유사로

2014년 1월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콘덴세이트

1964년 창사이래 반세기 동안 국가에너지산업발전과

원유정제 및 혼합자일렌(MX, Mixed Xylene) 제조공장

안정수급을 위해 매진해 왔다. 1988년 국내 최초 중질

건설 합작계약 (JVA)을 마무리짓고 합작법인‘현대케미

유 분해시설을 도입해 석유정제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

칼’
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양사는 2013년 3월부터 합

렸고, 1993년 현대그룹 편입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력을

작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7월 양해각서(MOU)를 체

갖췄다. 총 100만평 규모의 충남 대산공장은 일산 11

결한 바 있으며, 이후 사업을 구체화해 6개월만에 이번

만배럴의 제1공장과 1996년 증설한 일산 28만배럴의

합작계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제2공장을 포함해 총 39만배럴 규모의 석유정제능력을

수행을 위해 우리 회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4로 출

갖추고 있다.

자해 합작법인‘현대케미칼’
을 설립했다.

1994년 업계최초로‘오일뱅크(OILBANK)’
라는 주유소

현대케미칼에는 현재 14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브랜드를 도입해 경질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

공장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고, 전국 주유소에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기준 매출액 13조96억

2. 사업개요

140만톤/년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현대케미칼에서 생
산되는 혼합자일렌 100만톤/년은 양사에 공급돼 수입
물량을 대체할 계획이다. 경질납사는 롯데케미칼만 수

제 및 혼합자일렌(MX) 제조공장을 대산공장부지에 건립

입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량 롯데케미칼로

하고 있다.

공급된다. 또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등·경유제품은

현대케미칼이 주로 생산하게 되는 혼합자일렌(MX)은 석

현대오일뱅크에 공급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전량 수출할

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BTX의 원료로 쓰이며, 이 중

예정이다.

에서도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

혼합자일렌과 경질납사의 자체조달을 통한 수입대체효

렌(PX)의 원료로 사용된다.

과만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등·경

혼합자일렌(MX)공장이 하반기 상업가동에 들어가면 현

유와 벤젠 판매를 통해 연간 1.5조원 가량의 수출증대효

대케미칼은 연간 100만 톤의 혼합자일렌을 생산해 롯데

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하루 13만배럴의

케미칼과 현대코스모 (현대오일뱅크와 일본 코스모오일이

콘덴세이트 원유를 정제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

설립한 석유화학기업, 벤젠과 파라자일렌을 생산)에 이를 공

오일뱅크의 하루 원유처리량은 39만배럴에서 52만배럴

급할 계획이다.

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납사-MX-PX로 이어지는

현대코스모는 BTX공장의 원료인 혼합자일렌을 100

BTX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뤄 석유화학산업의 질적성

만톤/년을 수입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혼합자일렌

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sk & Insurance

현대케미칼은 총 1조2천억원을 투입, 콘덴세이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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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세이트 정제설비

일반정유 정제설비
LPG 5%

콘덴세이트

상
압
증
류
탑

이성화
공정

휘발유
70%

개질공정

탈황공정

LPG 2%

경유/등유
20%

원유

VS

상
압
증
류
탑

중질유
5%
중질유
40%

고도화설비 불필요

이성화
공정

휘발유
18%

개질공정

탈황공정

경유/등유
40%

중질유
분해공정
(고도화설비)

휴발유
경유/등유
40%

그림 1. 콘덴세이트원유의 특징

Project Review
현장소개

3. 공정소개

2공장과 유사한 공정구성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공장은

3.1 혼합자일렌 생산에 효율적인 원유, 콘덴세이트

로 구성되며, LPG(C3 & C4), 경질납사, 벤젠, 혼합자일

혼합자일렌(MX) 제조사업은 콘덴세이트를 도입해 경질

렌, 항공유, 경유 및 잔사유를 생산하게 된다.

납사와 혼합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가리키며, 혼

콘덴세이트 역시 상압증류공정을 거치며 비등점 차이에

합자일렌은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

따라 LPG, 납사, 등유, 경유, 잔사유로 분리되고 후속

자일렌(PX)을 생산 하는 제2 BTX의 원료로 쓰인다.

공정을 거쳐 황성분이 제거된다.

콘덴세이트(Condensate)는 채굴 시 가스상태이나 온도

비등점이 가장 낮은 LPG는 탈황공정을 거친 후 LPG분

가 상온에 이르면 응축되어 액상이 되는 초경질 원유다.

리공정을 거쳐 프로판과 부탄제품으로 판매된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중간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콘덴세이

납사는 경질납사와 중질납사로 분리돼 경질납사는 탈황

트의 약 60%가 혼합자일렌의 원료인 납사로 구성되어

후 합작파트너인 롯데케미칼의 원료공급원으로 사용되

있어 투자비와 원유 요구량을 최소로 하는 장점이 있다.

고, 중질납사는 탈황공정과 개질공정을 거쳐 벤젠과 혼

예컨데 혼합자일렌을 연간 100만톤 가량 생산하기 위해

합자일렌이 많은 방향족 납사로 만들어진다. 특히 개질

일반원유는 하루 50만 배럴이 필요한 반면 콘덴세이트는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풍부한 수소는 현대오일뱅

하루 13만 배럴만 소요돼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크로 공급해 수소제조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상압증류공정인 No.3 CDU를 포함하여 12개의 공정으

개질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방향족은 4개의 공정으로 구

3.2 No.3 CDU 포함 12개 공정으로 구성

성된 방향족 공장으로 투입되어, 추출·증류·촉매반응

혼합자일렌 제조공장은 기존 원유와는 성분이 다른 콘

을 거치며 연 100만톤의 규모의 혼합자일렌과 연 48만

덴세이트라는 원유를 사용할 뿐 현대오일뱅크의 1공장,

톤의 벤젠제품으로 생산된다. 이 중 혼합자일렌은 제2

LPG
탈황/분리공정

LPG
납사

납사
탈황공정

콘덴세이트
/ 원유
528

(13만배럴/일)

납사
개질공정

콘덴세이트

방향족
제조공정

벤젠
MX

정제공정
항공유

경유
탈황공정

경유

벙커유

그림 2. 혼합자일렌 제조공정도

No.2 HOU공장

No.2 BTX

제1공장

4.	산업/경제영향 및 안전관리
방안
컨설팅업체 IHS에 따르면 파라자일렌설비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과 중동에서 각각 약 335
만톤/년, 267만톤/년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파라자일렌의 원료가 되는 혼합자일렌의 공급부족이 예
상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양사는 이를

MX사업 (공정시설)

제2공장

MX사업(저장시설)

대비해 혼합자일렌(MX)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림 3. 대산공장 내 MX 제조시설 위치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합자일렌과 경질납사의

BTX의 원료로 공급되어 설비의 원료공급 안정성과 파

자체조달을 통한 수입대체효과를 연간 1조원에 이를 것

라자일렌의 생산량 증대효과를 향유하게 된다. 끝으로

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등·경유와 벤젠 판매를 통해 연

등유와 경유는 황제거공정을 거친 후 항공유와 초저황

간 1.5조원 가량의 수출증대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

경유로 생산되어 판매되며 잔사유는 현대오일뱅크로 이

고 있다.

송하여 제2 HOU공장의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장건설에는 전문기술자들의 현장투입을 통해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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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기유

No.2 BTX

Risk & Insurance

등유
탈황공정

완성도를 높이고 주요설비에 대한 제작사와의 공동점

공 및 시운전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검을 하는 등 가동 전 철저한 설비점검을 실시해 공장이

있으며 운전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성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

공적인 상업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어 작업자들의 안전교육 및 철저한 규정준수를 통해 시

Project Review
현장소개

2015년 주요 고액사고
재 물

(KIA건 제외, 단위 : 억원)

계약자

업종

재산종합

가

의류업

5월

경기

물류센터 방화사고로 인한 의류, 공구 등 재고자산 손해

화재

나

석유가스제조업

1월

충남

완성품창고 및 주변공장동 연쇄폭발 및 화재발생으로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 소손

323

다

발전업

6월

경기

가스터빈 SHAFT의 기계적 이상으로 인한 탈락 및 파손

215

라

식품제조업

8월

경기

인접한 공장 화재발생에 따른 연소피해로 전소

186

마

전산제조업

12월

경기

광폭압연기화재로 기기 및 건물훼손

155

바

전지제조업

1월

충남

원인미상의 화재로 연구동 2층 전소 및 내부기계 소손

91

사

플라스틱제조업

8월

경기

옆 공장 화재전이로 인한 연소피해

89

아

태양광소재
제조업

12월

대전

종업원 전원조작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로 생산설비 일부와 장치내
재고자산 파손

70

자

용기포장류
제조업

1월

충북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사고로 공장 1개동 전소

70

차

유통업

12월

서울

외벽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하여 건물, 시설 소손되고 재고자산 등에
그을음손해 발생

57

카

발전업

9월

충북

발전소 내 원인불명의 화재사고로 건물, 설비소손과 화열 및 매연피해 발생

50

타

제철업

2월

경북

선박내 석탄하역작업 중 석탄 Sliding 발생으로 연속식언로더 파손

48

플라스틱제조업 11월

부산

공장동 원료보관창고 부근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 및 기계전소

39

화재

재산종합

하

지공업

10월

충남

공장 내 원인미상의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기계소손

39

A

침장류제조업

6월

대구

창고동 내부 원인미상의 화재로 창고동 전소 및 사무동 일부 소손

37

B

제철업

1월

충남

내화물 노후화로 인한 전로 내 용강누출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기계장치,
건물, 구축물 등 소손

33

기 술
종목

EAR

CAR

2671

(KIA건 제외, 단위 : 억원)

사고월 사고지역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계약자

업종

가

발전업

12월

충남

화력발전소 석탄전소 시운전 중 터빈베어링 진동에 의한
불시정지 및 화재발생

나

발전업

12월

강원

발전소 공기부상컨베이어에서 유연탄 잔재의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60

다

발전업

8월

충남

발전소시운전 중 Transformer 폭발 및 화재발생

43

라

조선업

11월

울산

선박 선체설비조립작업 중, 수소 Cylinder / Vessel 배관부에서 화재발생

43

마

발전업

4월

충남

복합화력발전소 시운전 중 폐질소 압축기 Tilting Pad Journal Bearing
및 Mechanical Sealing 손상

36

바

발전업

5월

울산

원자력발전소 Aux Building 충전 유량조절밸브의 급변에 따른
충전펌프 파손

24

사

건설업

7월

제주

태풍에 의해 외항방파체의 피복석 및 기초사석 유실, TRIPOD의
파손 및 유실

1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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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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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

사고월 사고지역

발생
손해액

종목

CAR

아

건설업

2월

서울

원인미상으로 신축중인 체육관지붕이 내려앉음

15

EAR

자

반도체제조업

7월

경기

반도체 식각장비 반입을 위한 지게차 인양작업간 장비전도 및 충돌에
의한 충격과 변형발생

12

차

건설업

11월

인천

여객터미널 지붕트러스설치를 위한 부재양중 및 체결작업진행 중
기중기전도

12

카

건설업

11월

부산

해당 작업구역 내에서 가시설 및 터파기공사 중 가시설에 변위발생

11

타

조선업

9월

울산

조타실내부 천정 전기선로 Tray 용접작업 중 용접열이 광학추적장비 온도
조절부 포장재를 가열시켜 화재발생

10

파

발전업

12월

충남

발전기 고압차단기반 차단기 배부 방화재 밀봉작업 중 보조변압기
소손 발생

10

CAR

EAR

특 종
종목

Appendix

일반배상
기타특종

부록

전문배상

(KIA건 제외, 단위 : 억원)

사고월 사고지역

발생
손해액

계약자

업종

사고내용

가

석유화학업

5월

울산

피보험자가 임차한 생산라인에서 화재발생하여 케이블에 손상발생

26

나

건설업

2월

경기

조립공사 중 기계실밸브 오조작으로 인접 생산공정 피해발생

16

다

금융업

8월

서울

고용인의 고객잔고 부정인출

15

라

서비스업

3월

제주

씨수말 전도사고

12

마

금융업

11월

서울

고용인의 주식임의/과당매매로 고객자산 손해발생

10

해 상

(단위 : 억원)

계약자

업종

항공

가

항공업

4월

일본

공항착륙간 항공기 활주로이탈로 동체 및 공항시설물 파손 및 일부승객
경상, 공항폐쇄조치

718

나

선박건조업

8월

경남

조립공정 용접작업 간 비산불꽃에 따른 화재발생 및 화염에 의한 열변형
손상, 화재진압수 침손발생

350

다

화물운송업

4월

예맨

내전발생에 따른 항구폐쇄로 선박 불가동 손실발생(3척)

242

라

화물운송업

5월

이집트

마

선박건조업

8월

전남

적하

바

종합상거래

1월

방글라
데시

선박

사

선박건조업

11월

항공

아

항공업

3월

자

화물운송업

4월

인니~
한국

차

화물운송업

1월

중국

선박

사고월 사고지역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종목

컨테이너 Hold 내부 화재

98

드릴십 시운전 중 BOP 분리사고

89

항구에 밀 보관중 하역업체가 일부물량 반출하여 시장판매하는
도난사고 발생

87

경남

컨테이너선 건조중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85

전남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급파된 목포해경 소속 헬기추락

84

항해 중 메인엔진 손상으로 자력운항불가 사고

67

항구적하 양하중, 엔진룸 하부 해수저장소 여과기필터 파이프 밸브고정핀
파손으로 해수유입되어 엔진룸침수 및 주기관 Chamber, 각종 Pump,
하부층 Motor 등 손상

53

선박

※ 발생손해액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추후에 변동가능함

고객서비스 부서안내
재물보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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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특약파트

국내임의파트

해외임의 1파트

해외임의 2파트

• 재물보험

•재물보험

•재물보험

•재물보험

(해외수재)

(해외수재)

(국내임의수재)

(국내특약수재)

• 재공제

기술보험팀

해상보험팀

특종보험팀

손사위험팀

기술 1파트

기술 2파트

특수보험파트

원자력파트

• 기술보험

•기술보험

(국내수재)

(해외수재)

•농작물보험
•가축보험

•	원자력보험 Pool
운영관련 재보험업무

적하항공파트

국내선박파트

선박 해외임의파트

선박 해외특약파트

해상책임파트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선박보험

•선박보험

•선박보험

•해상배상책임보험
•재공제

(국내수재)

특종파트

해외수재 1파트

•신종종합보험 •특종보험
•상금보험보험 (해외수재)

(해외임의수재)

(해외특약수재)

해외수재 2파트 일반배상책임파트
•특종보험
(해외수재)

전문직배상책임파트

기업신상품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 •특종신상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정책성보험연구

재물손사파트

기술특종손사파트

해상손사파트

위험조사파트

•화재보험 손해사정
•종합보험 손해사정

•기술보험 손해사정
•특종보험 손해사정

•선박보험 손해사정
•적하보험 손해사정

•재물/기술보험 위험조사
•위험과 보험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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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