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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반란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아토피가 생겨 잠을 못자고 긁어대는 아이를 보며“여보, 아토피는 왜
생기지?”
라고 묻는 아내에게 그저 무심하게“모르지”
라고 답했다는
저자는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질병들의 설명 중‘원인은 모른
다’
라는 표현에 의구심을 품었다고 한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의사로
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텐데 수많은 질병의 병명을
배우고 외우면서도 원인은 하나같이‘모른다’
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한때는 경영학을 공부해 벤처사업가로 다
른 길을 가기도 했지만 다시 의료인으로 돌아와‘원인을 모른다’
는것
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얻은 결론은‘병의 원인은 음식’
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
달으면서‘우리 몸의 자연치유능력’
을 믿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약보다 건강한 밥
상’
을 처방하라고 말하고 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에게“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며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약없는 임상의학회’회장과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인‘베지닥
터’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며‘닥터신의 오뚝이건강법’
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한다.

제1장 원인없는 병은 없다_ 정말 질병의 원인을 모를까 / 자가면역질환은 틀린 말이다 /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

소염진통제는 염증반응을 악화시킨다 /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이해 /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
다 / 우리몸의 발열기관은 어디일까 / 대중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 정말 황당한 엉터리치료의 제보

제2장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상식_ 질병이 나를 죽인다? / 수명이 늘어난다? / 골고루 먹어야 한다? / 빨리 힘

을 내려면 달콤한 것을 먹어야 한다? / 과일은 많이 먹어야 한다? / 싱겁게 먹어야 한다? / 생식이 건강식이
다? / 우유는 완전식품이다? /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은 나이들수록 챙겨 먹어야
한다? / 체질별로 맞는 음식이 있다?

제3장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습관_ 현미밥을 먹자 / 천천히 먹자 /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 아침밥을 먹
자 / 찬물로 씻자 / 창문을 열자 / 병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 / 약을 끊자

제4장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_ 중증 아토피 / 류머티즘관절염 / 천포창 / 베체트병 / 궤양성 대장염
/ 크론씨병 / 한포진 / 루푸스

제5장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_ 감기 / 야간뇨 / 두통 / 요통 / 불면증 / 비만 / 비염 / 복통과 설사 / 역류성 식도
염 / 어지러움증

제6장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_ 본태성 고혈압 / 당뇨합병증 / 고지혈증 / 지방간과 간경화 / 심근경색증 / 정신분열
증 / 파킨슨병 / 암은 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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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
정해덕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1.	선박 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
책임 일반

1.1.3 준거법의 문제

1.1 선박 건조자의 책임

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

1.1.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함으로

선박 건조자 (조선소)의 책임은 크게 선박건조계약

서 준거법의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천명

(Shipbuilding Contract) 등 계약관계에 근거한 계약책임

하고 있으므로 선박건조계약에 있어서도 준거법에 관한

과 계약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책임으로 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준

눌 수 있다. 계약당사자간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거법이 결정될 것이나,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

는 것이므로 선박 건조자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채

또는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

무불이행책임이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존부를

라 불법행위지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5조례 1항은“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

1.2 선박 건조자의 계약책임

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제조물책임법은

우리 법상 선박건조계약은 발주자가 조선재료의 전부나

2013. 5. 22. 일부 개정되었으나 대체로 문장을 다듬고 정리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될 것이나, 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내용에 별 차이는 없다) 제조물책임에 관

무상 발주자가 조선재료를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

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기본

므로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은 도급과 매매의 혼합계약

적으로는 일반불법행위원칙에 그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 경우 법 해석상 원칙적으로 선

것이나 제조물책임법 규정 및 관련 판례 등에 의하여 동

박 건조자가 선박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선박이 발

원칙이 수정·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자에게 인도됨에 따라 발주자가 이를 승계취득하게
되며, 선박 건조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선박건조계약에

1.1.2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일반 민법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아울러 부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함

담하게 될 것이다.

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는가, 채무
불이행책임만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양 책임의 동시성

1.3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

립·경합을 인정하는‘청구권경합설’
과 양 책임의 경합

1.3.1  제조물책임 일반

을 부정하고 계약책임만을 적용하는‘법조경합설’
이대

(1)	선박 건조자 (조선소)의 경우도 신조이건 수리조선이

립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하여 청구권경합설

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조물

에 터잡아 판결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청구권경합설로

책임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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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이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

Risk & Insurance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은 신조계약이나 수
리계약의 목적물인 제조물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상

에 따라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의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게
되며 선박폭발, 좌초, 화재, 충돌 등의 해상사고가

1.4 선박 건조자에 대한 책임제한 문제

발생한 경우에 주로 논의되게 된다.

해상운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상운송인에게는 각종 책

Focus

(3)	선박 건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원

임제한이 허용되며 국제적으로도 책임제한을 위한 조약

고는 선박의 결함, 즉 선박이 통상의 사용을 위하여

이 있다. 그러나 선박 건조자의 경우는 계약서에서 스스

불합리하게 위험하였고 통상의 사용 중 사고가 발생

로 책임제한을 위한 조항이나 약관을 두는 이외 별다른

하였으며, 동 결함이 선박이 선박 건조자를 떠났을

입법이나 조약은 찾을 수 없다.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선박이

현행법의 체계 및 국제조약하에서는 선박 건조자의 책

부주의로 잘못 디자인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

임제한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

도 선박에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재적 위험이

로 당사자간의 책임제한약관에 의존하는 이외에 해상운

있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을 선박 건조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며, 제조자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적절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선박 건조자가 선

한 경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

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경우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외적으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초점

있을 뿐이다.
1.3.2  책임의 주체 및 범위

결국 해상운송인의 경우와 같이 선박 건조자의 책임을

(1)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모든 종류

제한하기 위하여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선박 건조

의 공급자, 제조자, 판매자 또는 제조물을 운송한 공

자에 대하여도 인정하도록 관련상법규정 및 국제조약을

급자를 포괄하며 선박 건조, 수리, 개조를 한 자는

개정하거나 선박 건조자의 책임제한을 위한 별도의 입

물론 선박의 구성부분의 제조자도 포함한다.

법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제조물이 완성선박인데 선박의 일부 파트가 동 파트
의 오작동이나 결함만으로 손상된 경우 선박 건조자
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American Expert Lines사건에서 법원은 손해가 수
리회사 및 선박운항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선박 건조

2.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2.1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있다. 반면, Amoco Cadiz사건에서는 프랑스해변

제조물책임의 경우 피해자는 전문지식의 결여 등으로

의 유류누출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들이 선박 건조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조물책임법

자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청구소송을 인용한 바 있

에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책임

다. 결국 구체적 결함의 내용과 제조물의 결함여부

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과실의 입증을

고 있으나 이러한 책임원칙이 어떤 제조물에 기인해 발

는 그밖에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

생한 손해를 모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물의 제조·가공,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위와 같이

절대책임 또는 결과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조물책임의 발생요건

(법 제2조 제3호),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으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결함책임’
이라 할 수 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

우리 제조물책임법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대하여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

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하여야 한다(법 제1조, 법 제3조 제1항 참조)라고 규정하여

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이른바 결함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2항).

2.2 제조물의 범위

2.4 결함의 개념, 유형 및 판단기준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책

2.4.1 결함의 개념

임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제조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

제조물책임에서 책임기준으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 바

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된 동산을 그

로 결함인바, 제조물책임은 민법상의 책임과 달리 과실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으나 부동

의 존부가 아닌 결함의 존부가 핵심적인 책임요건이 된

산, 장기 또는 혈액, 소프트웨어, 농·축·임·수산물에

다. 종래의 책임이론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고의

대하여는 각국의 지침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또는 과실’
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제조물책임에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서의 결함은 제조물의 객관적인 성질상태인 결함을 기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에 한정하고

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있다(법 제2조 제1호).
2.4.2 결함의 유형

2.3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결함의 유형은 보통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시상의 결함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제조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소비자는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책임법도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할 수 있는가? 즉, 누구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삼아야 할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것인가라는 점이 제조물책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찬가지 입장이라 할 수 있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물 제조업자이지만 부품

다(법 제2조 제2항).

및 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

(1)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업자 등도 논의되고 있는 바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그 책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임을 지는 제조업자를 ⅰ)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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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업으로 하는 자 ⅱ)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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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고자 하

Focus
초점

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이

및 표시상의 결함이 관련되어 있다.

는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의미하

(3)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

며 원래의 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제조되지 아니한

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

(2)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설계와 제조과정에 아무런

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

흠이 없는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 또는

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제

취급상 일정한 주의를 하지않거나 부적당한 사용 또

조물의 설계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도면·설

는 취급을 한 경우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용·취

계서대로 제조물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급방법 또는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표시상

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컨대 안전장치가

의 결함이 된다. 예를 들어 비아그라약이 심장질환

결여된 기계, 위험한 부작용이 숨겨져 있는 의약품

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등이 여기의 결함에 해당하며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

는 위험을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는 표시상의 결함이

고 있는 제조물책임소송의 대부분은 설계상의 결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4.3 결함의 판단기준

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기간이

제조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결함이 있다고 판

경과하면 그 권리를 부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단기

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을 충족시

의 소멸시효기간 및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키는 중요한 요소인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소비

우리 제조물책임법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자기대수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위험효

및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

용 기준(Risk-utility Test) 등이 있다.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법 제7조 제1
항)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에 행사하여야 하고,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

결함있는 제조물에 기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

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

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지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라고 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법 제7조 제2항) 규정

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기술

하고 있다.

수준(State of Art)의 항변”
이며, 이는 제조물을 유통시
킨 시점의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으로서는 내재하는 결
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한다. 이 항변
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엇갈리며 각국의 입법

3. 관련판례 소개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에서 ⅰ) 제조업자가 해당 제

3.1.1 사건의 개요

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

(1)	선박 MSC Carla는 1972년 스웨덴에서 건조된 컨테

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이너선으로 스웨덴 해운회사가 운항하면서 Lloyd’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ⅲ)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

s Register의 선급검사를 이용하였고, 1984년경 선

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박 중간부분에 15m 정도의 중간선체 (Mid-body)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ⅳ) 원재료나 부품의

이어 선박을 연장하는 선박연장개조작업을 대한민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

국 법인인 A조선에 의뢰하여 A조선은 1984년 9월

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

에 선박중간부분에 중간선체를 용접(Welding)작업을

였다는 사실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기술수준의

하여 붙이는 선박연장개조작업을 수행하였다.

항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선박이 선박연장개조작업 후 운항을 재개한 7개
월 후인 1985년 5월경 용접부위에 크랙이 발견되어

2.6 손해배상책임의 기간제한

A조선의 하자보증에 따른 하자보수작업이 있었고,

기간이 경과하면 제품개발 당시의 기록이나 제조 당시

Lloyd’
s Register는 더 이상의 수리는 불필요하며

의 기술수준 등 소송방어에 필요한 증거가 소멸되어 막

용접 부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도록 보고하였

상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의 방어가 곤란하므로 제조업

다. 그후 선박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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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도 상이하다.

3.1	선박 MSC Carla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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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면책사유

년 파나마회사가 매입한 후 위 회사가 MSC Carla로
선박명을 변경하여 선박을 계속 운항하였다.

(1)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담당판사; District Judge
Owen)은 2004. 7. 9.자 명령 (Opinion and Order)으

(3)	위 선박은 1997년 11월 컨테이너 화물을 가득 싣고

로 A조선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

프랑스 (Le Havre항)를 떠나 미국 (Boston항)으로 향

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준거법에 관한 논의없이

하였는데 대서양을 항해중 심한 폭풍을 만나 11월

미국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측 증인, 전문

24일 용접라인을 따라 두 조각으로 깨져 침몰하였

가 등의 증언에 기초하여 선박개조공사와 관련하여

고, 이에 따라 위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컨테이너 화

A조선에 과실이 있었고 당해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물들이 모두 멸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근인(Proximate Cause)이 되었다는 이유로 A조선에

(4)	선박 MSC Carla의 선주는 1997. 12. 9. 뉴욕남부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Focus

지방법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위

(2)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A조선이 Midbody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화물들에 대한 1,000여개 각

를 제작·공급하여 선박을 연장개조한 것이므로 이

국 화주들(Cummins Engine Co., Inc., et al.)은

는‘Repair’
가 아닌‘Sale’
이며, 따라서 A조선은

미국법원에서 개시된 선주책임제한절차로 인하여

디자인 및 개조공정상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선주로부터의 피해회복이 어렵게 되자 사고시점으

법리에 기하여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

로부터 13년여 전인 1984년 위 선박에 대한 연장개

하였다.

조작업을 수행한 A조선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제

초점

조물책임 등을 근거로 1998년 9월에 선주책임제한

3.1.3 미국 항소법원 판결(Rationis Enterprises

절차가 개시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Inc. of Panama, Mediterranean Shipping Co.,

을 청구하는 제3자소송(Third-party Complaints)을

S.A. of Geneva, 04-4267-CV, 04-5571-CV(V),

제기하였고, A조선은 울산지방법원은 채무부존재

04-6028-CV(CON) 2d Cir.)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항소법원은 2005. 10. 17.자로 선고된 위 판결에

(5)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울산법원 소송에 대하여 소송중

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법에 의하면

지명령을 내리고, 2004. 7. 9.에는 A조선의 손해배

10년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손해배상

상책임을 인정하는 (중간) 판결을 하였으나 A조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불복항소에 대하여 미국 항소법원은 2005. 10. 17.

을 번복, 파기하였다.

A조선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뉴욕남부지
방법원 판결을 파기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1.4 평석
위 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은 조선회사의 선박연장개조

3.1.2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U.S. District Court

작업 이후 10수년이 지나 선박이 대서양에서 두조각으

SDNY 97Civ.9052(Ro) Opinion & order)(Rationis

로 절단되어 침몰한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화물의 소유

Enterprises, Inc. of Pananma and Mediterranean

자들이 위 개조작업을 한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Shipping Co. S.A. of Geneva, 97 Civ. 9052(Ro))

청구한 건에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내용이며 손해액 즉 Damage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위 소송의 핵심은 과연 선박개조작업 후 십수년이 지난

3.3	서울지방법원 1987. 11. 11. 선고 86가합
3459 판결(선박엔진 손상사건)

시점에서 발생한 선박침몰사고에 대하여 과연 피고에게

위 사건은 선박엔진의 결함으로 인한 조업중지에 대하여

과실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

제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법리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위 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이

피고가 Midbody를 제작하여 이를 사용하여 선박을 연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

장개조한 것이므로 이는‘Repair’
가 아닌‘Sale’
이며

여는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따라서 피고는 디자인 및 개조공정상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정하였다.

제조물책임법리에 기하여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나 항소심에서 시효기간경과를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선례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였다.

3.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담배소송)

3.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발전기 손상사건)

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담배를 제
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으로 대법원은 담배의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이 있는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제조

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

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

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

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

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

에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

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

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서“이 사건 발전소는 터빈, 보일러, 발전기, 복수기 등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

의 제반설비가 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가동되는 시설로

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서 이 사건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이 사건 발전기와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설비 전체

기는 어려워 흡연과 폐암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

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력생산이 중단되는데, 발전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아

설비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 상당의

니하였다.

손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논리필
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3.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피해 손해배상사건)

다”
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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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발전설비공사에 공급된 터빈발전기의 손상

Risk & Insurance

위 사건은 오랜기간 동안의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진단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며 고엽제 제조회사 등

제외되며, 여기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

외국법인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

한 사안으로“제조업자가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

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

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

또한 제조물책임의 기본요건인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

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

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 당시의

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기술수준은 물론 결함의 내용, 성격, 제조물의 특성 및

따라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용도,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
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4. 결어
이상에서 선박 건조자 (조선소)의 책임, 특히 제조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
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Focus
초점

책임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및 몇 가지

우리나라에서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을 직접적으로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다룬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에서 살펴본 외국법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건

원 판결 및 몇 가지 우리 대법원 판례들이 선박 건조자의

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결함책임이라 할 수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법문상‘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는

으로 생각된다.

Special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동향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 사이버리스크의 개념과 추세
사이버리스크(Cyber Risks)란 정보기술체계의 고장

트 또는 이메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불법적
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 손해배상지급을 야기하는
온라인활동의 배상책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으로 인해서 재무적 손실, 파괴, 또는 한 기관의 명성에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보유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리스크라고 정의할 수 있

있는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피

다.1)2) 사이버손실의 주요 원천은 크게 첫째, 재무적,

해는 공격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와 관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도된 사이버범죄와 사이

련된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버테러리즘, 둘째, 시스템 오류나 고장 등에 의한 자신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의 데이터나 다른 사람의 데이터의 손실, 셋째, 화재, 도

Technologies)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정보시스템

난, 자연재해, 전기사고, 산업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에 대한 공격이나 고장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도 확대되

기반구조 (Infrastructure)의 물리적 손실, 넷째, 웹사이

어가고 있다. 표 1.은 2007년과 2014년 사이 발생한

표 1. 최근 대규모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 2007년〜2014년
년도

공격대상

구분

설명

Special
특집

2007

에스토니아

사이버공격

에스토니아의 국회, 정부부처, 은행, 신문사, 방송국

2010

이란, 핵농축공장

Stuxnet worm

수백개의 원심분리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함

2011

Sony Playstation
Network

디지털 침입자

7천7백만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
Sony는 공식적으로 1억7천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함

디지털 침입자

내부네트워크와 연결된 3만개 이상의 하드드라이브 데이터를 삭제함
복구에 2주 이상이 소요됨

(안티스팸기관)

Dos(서비스거부)
공격

300 Gbs(Gigabyte per second)

2013

미국, Target

사이버공격

4천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번호와 1억천만(110 million) 고객의 정보
를 도난당했으며, 회사는 1억4천8백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의 비용
을 부담함. 몇 주 후에 CEO가 사임함

2014

미국, Home Depot

도난

5천6백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정보 도난

2014

한국, 3개 카드회사

개인정보유출

3개 카드회사(국민, 롯데, 농협)에서 발급된 1억4백만개의 신용카드정보
도난. 2천만 명(인구의 40%)이 동 사고의 영향을 받음

2014

미국, JP Morgan
Chase

개인정보유출

미국 7천6백만 가구와 700만 소규모 사업체 관련 계좌정보가 유출

2014

Sony Pictures
Entertainment

침입(In-depth
Intrusion)

내부 네트워크 침입으로 인해, 내부 이메일, 회사직원 및 파트너들
의 개인정보,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영화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됨

2014

독일, 철강설비

네트워크침입

대규모 물리적 피해

2012
2013

Saudi Aramco
(정유회사)

Spamhaus

※ 자료:	OECD (2015), Digital Security Risk Management for Economic and Social Prosperity: OECD
Recommendation and Companion Document , OECD Publishing, Paris.

1)	Institute of Risk Management
https://www.theirm.org/knowledge-and-resources/thought-leadership/cyber-risk/
2)	디지털보안리스크관리에 대한 OECD 권고사항(The OECD Recommendation on Digital Security Risk Management for Economic
and Social Prosperity)은 사이버리스크 대신 디지털보안리스크(Digital Security Risk)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밖에도 사이버리스크는 사이버
보안리스크(Cyber Security Risks)라고도 불림

되고 있다.4) 영국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보면 네트워크침입으로 인하여 설비가 물리적으로 파괴

Strategy)은 사이버공격을 향후 5년 동안 우선순위를 갖

되거나 사이버공격, 디지털침입 등으로 인해 회사가 보

고 대처해야 할 네 가지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

유하고 있는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들이었다.

며, 미국의 경우에도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이버보안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의

과 소비자보호 백악관 정상회담 (the White House

경우 신용평가사 직원이 주요 카드회사의 고객 개인정

Summit on Cybersecurity and Consumer Protection)은

보를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유출하였는데 이

사이버보안을 국가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때 1억4백만개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었으며, 2천만

일본은 2014년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법을 도입했으

명이 동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계된다.

며, 2015년 1월에는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의 초안을 만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이버리스크는 대형 기업에게

어 낼 사이버보안 전략본부를 내각직속으로 설치하였다.

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중소기업들도 사이버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사이버보안전략은 회원국

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XA

들이 의무적으로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 도입하도록 하

Entreprises IARD에 의하면 200여명의 직원과 10만

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EU의 28

명의 고객을 가진 유럽의 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이

회원국 중 18개국이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 도입하였다.

버보안사고의 경우 사이버공격에 따른 데이터복구, 디
지털 분석(Digital Forensics), 시스템복구 등을 포함한
기술적 업무중단(Operational Disruption) 비용은 약 20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약 150만 유로인 것으로 추정

사이버보안리스크(Cybersecurity Risk)보험, 사이버

되었다. 만약 정보유출통지가 의무사항이었다면 동 기

리스크 (Cyber Risk)보험, 또는 디지털리스크 (Digital

업은 10만명의 고객들에 대해서 1인당 15~20 유로의

Risk)보험으로도 불리는 사이버보험은 정보유출, 조업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했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비용들

중단, 컴퓨터 네트워크피해 등과 같은 사이버보안사고

의 합은 이 기업의 연간 수익보다 더 큰 규모였다. 다시

로부터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을 이

말해서 중소기업도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른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보험계약은 사이버리스크보장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을 제외하므로 사이버리스크에 특화된 사이버보험이 개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발·유통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50여개의 보험

최근 들어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

회사가 독립된 사이버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

은 국가들이 국가수준의 사이버보안전략을 도입하고 있

사되었다.5)

으며3) 디지털보안정책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도 구축

Swiss Re에 의하면 사이버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약

3)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에스토니아 등이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도입함
4)	프랑스의 ANSSI, 일본의 NISC, EU의 ENISA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5)	OECD(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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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유로였다. 그러나 영업중단(Business Interruption)

2. 사이버보험의 정의 및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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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고내용을

표 2. 사이버보험의 일반적 보장내용
보장

사이버손실의 종류

보장되는 손실
제3자

사생활 배상책임

•	컴퓨터 네트워크나 오프라인 접속을 통해 부주
의, 의도된 행위, 손실, 도난으로 인해서 해당
회사가 집적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비밀정보가
공개된 경우

네트워크보안
배상책임

•	의도하지 않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삽입으로 제
3자의 피해를 가져온 경우
•	피보험(회사)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이 제3자의
시스템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고객의 승인된 접근에 대한 방해(Disturbance)
•	지적재산의 남용

지적재산권 및
미디어유출

•	소프트웨어, 트레이드마크유출, 미디어노출

•	법적 배상책임(변호비용, 소송비용 등)
•	대리 배상책임
•	위기통제
•	신용감시(신용감시, 사기감시 등과 관련된 비용)
•	데이터 회복비용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복구 또는 구축)

•	법적 소송절차비용

•	법적 배상책임

당사자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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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	정보 및 기술자산에 대한 적대적 공격

•	명성을 회복하기위한 전문서비스비용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지비용 및 감시비용

조업중단

•	해킹
•	서비스거부 공격

•	시스템 복구비용
•	이윤손실
•	데이터 복구비용을 위한 보장

데이터자산
보호

•	컴퓨터공격에 의한 정보 및 데이터 자산의
변경, 오류, 또는 파괴
•	기타 무형자산의 훼손이나 파괴

•	데이터복구 또는 교체비용
•	지적재산 복구 또는 교체비용

사이버강탈

•	정보나 기술자산을 방출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강탈
•	정보나 기술자산을 변경하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강탈
•	서비스를 방해

•	강탈지불(Extortion Payment)비용
•	강탈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
•	랜섬(Ransom)비용

※ 자료:	Biener et al.(2015),“Insurability of Cyber Risk: an Empirical Analysis" Working Papers on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No. 151 . University of St. Gallen.

25억 USD 수준으로 추정되어 자동차보험, 재물보험이

USD로 아직까지 규모는 작으나 연평균 50〜100% 성

나 배상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

장률을 보이고 있다.7)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이버보험

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25%

상품의 개수도 늘고 있는데 2013년에는 38개의 새로운

를 상회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 사이버보험

사이버보험상품이 시장에 소개되었다.8) Ponemon

이 가장 발달된 미국시장의 경우, 2014년 수입보험료는

Institute에 의하면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미국 내 기업의

20억 USD로 추정되는데 2016년에는 60억 USD에 이

비중도 2013년 10%에서 2014년 26%로 증가하였다.9)

를 수 있을 것이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보험 보험료는 계약자, 즉 계약을 맺는 회사의 규

이에 비해 유럽시장은 수입보험료 수준은 약 1억 5천만

모, 회사의 사이버리스크 요인, 회사가 선택한 보장범위

6) 2015년 6월에 있었던
‘디지털리스크보험 발전에 관한 OECD 원탁회의’발표내용을 참조
7) Kostadinov(2014), "Cyber Insurance", InfoSec Institute
8) OECD(2015)에서 재인용
9)	OECD(2015)에서 재인용

및 종류, 자기부담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적이다.13)

수준은 계약에 따라 편차가 크다.10) Kostadinov(2014)

둘째, 기업들의 사이버리스크 평가능력이 충분치 않을

는 미국시장에서의 사이버보험 보험료는 100만달러 보

경우 사이버보험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위험전가를 하지

장 당 대기업의 경우 2만5천달러에서 5만달러 사이, 중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사이버보험을 통해 효

소형 기업의 경우 1만5천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에서 책

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리스크를 경

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다.11)

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남은 리스크를 보유가
능할 것인지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할 것인지를 판

3.	사이버보험시장 발전의
장애요인
사이버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험시장이

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들은 표준적 보험계약을 통해서 사이버리스
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경우 필요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2)

넷째, 보험회사는 기업의 니즈와 위험요인에 기초한 사

먼저‘수요측면’
에서의 장애요인은 첫째, 사이버리스

이버보험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업의

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도

주요 자산과 보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

사이버리스크를 IT나 기술적 문제로만 인식하거나 관리

들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는 경향이 있으며 IT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

이는 사이버보험가입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내 구성원들은 사이버보안사고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음으로‘공급측면’
에서 사이버보험시장 발전의 장애

나 사이버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일반

요인을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보험의 계

표 3. 사이버보험시장 발전의 장애요인
구분

장애요인

수요

•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
• 사이버리스크 평가능력이 충분치 않음
•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사이버리스크 보장여부를 알지 못함
•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에 대한 부담

공급

• 데이터부족: 사이버보안사고 관련 과거 시계열 부족, 데이터 집적표준의 부재
• 사이버리스크의 상호연관성
• 높은 보험료(사이버리스크 계량화의 어려움과 관련)

10)	전문가들은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장수준, 제공하는 보장의 종류,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건, 보장이 제외되는 사항, 보장하는
데이터의 종류,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대응비용 및 서비스, 기술관련 판매회사나 자문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으로 조언함
https://corpgov.law.harvard.edu/2014/11/13/cyber-security-cyber-governance-and-cyber-insurance/
11)	Kostadinov(2014), "Cyber Insurance", InfoSec Institute
12)	작년 6월에 있었던‘디지털리스크보험발전에 관한 OECD 원탁회의’발표내용과 OECD(2015)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13)	
‘디지털리스크보험발전에 관한 OECD 원탁회의’발표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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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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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크게 수요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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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데이터로 사용할 유용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

는 역할을 할 수 있다.16) 또한 리스크보장을 통해 사이

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14) 사이버리스크관

버보안사고발생 후 기업이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련 손실의 최대치, 사건당 평균손실, 손실빈도 등 사이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버보안사고 관련 과거 시계열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사이버보험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않으며 사고관련통계도 기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

리스크 인식제고, 사이버보험 보장의 정의 및 계약관련

하고 있는 실정이다.15) 아울러 사이버리스크는 기술발

용어표준화, 사이버보안사고 관련 데이터의 공유, 사이

달에 따라 계속 진화하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감시가 필

버보안 관련 기술표준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요하고 손실 또한 무형인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가진다.

먼저 기업 내,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사이버리

둘째, 사이버리스크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스크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국가수준의

개별기업 또는 개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국가,

리스크보안전략 수립이나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

다른 기업, 개인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

사간의 협력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이버리스크 인식을

므로 리스크의 축적으로 인해 사고당 손실규모가 보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사간 협력사례로는 2014년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으며 리스크분

에 시작된 영국의 Cyber-Essentials Scheme을 들

산, 또는 다각화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수 있는데17) 동 체계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10단계의 맥

셋째, 잠재적 손실과 확산효과로 인해 사이버리스크를

락에서 인터넷 관련 위협으로부터 야기된 리스크를 경

계량화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들은 안전할증

감하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도입해야 하는 기본통제에

(Safety/Uncertainty Margins)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보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험료를 부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높은 보험료는 사이

둘째, 사이버보험의 수요자가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사

버보험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버보험을 통해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
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이버보험상품의 보장정의와 보
험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아

4.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울러 계약자가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를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금지급을 결정하는 조건

건전한 사이버보험시장의 발전은 언더라이팅과정에

(Trigger)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서 계약자로 하여금 리스크 경감수단을 도입하거나 모범

셋째, 보험회사가 사이버리스크를 계량화할 수 있는 능

사례를 이행하도록 독려하여 리스크보안사고를 예방하

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리스크 관련 데이터집적

14)	사이버리스크는 전통적인 보험가능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보험을 통해 어떠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리스크로 인한 피해규모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리스크들간의 상관성이 비교적 낮아야 하며, 사건당 평균손실과 최고가능 손실
이 감당 가능하고, 지불가능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체계가 있어야 함
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주요 자산이나 보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사이버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러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보안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우려로 인해 피해기업이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지않을 가능성도 있음
16)	영국의 Cyber-Essentials Scheme은 Assurance Framework를 통해서 기업들이 고객, 투자자, 보험자에게 기관들이 필수적인 예방
을 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자격(Certification)을 제공하고 있음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yber-essentials-scheme-overview

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풀(Data Pool)이 구축되어야 할

ISO/IEC 표준개발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리스크 코드화를 위한 공

이밖에도 유출통지 및 사이버보안검사 관련제도 도입은

사간의 협력,18) 디지털데이터 공유기준에 대한 국제적

사이버보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20) 정

합의19)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보유출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기업의 사

넷째,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지원이나 보안관련사고발

이버보험가입의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사이버보

생 후 대응을 위한 기술적 기준구축은 사이버보험을 제

안사고 자료집적을 통한 데이터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

이다. 또한 계약자의 사이버리스크 경감 및 회피를 유도

재 AXA와 프랑스 정부는 IT 보안자격 및 표준개발을 위

하기 위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한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ISO와 IEC(The International

사이버보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조인트 위원회는 사

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버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 기술요건구축에 대한
Risk &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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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wiss Re는 CRO forum과 CRO council과 협력하여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리스크 노출에 대한 리스크 코드화를 진행하고 있음
19)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함
20)	미국의 경우(47개 주) 개인정보 유출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피해가 있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는 사이버보험시장 중 미국시장이 가장 발전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데이터보안유출에 대한 통지의무는 미국
에서 시작되었는데 2003년 캘리포니아의 유출통지법을 다른 주들이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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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변압기 사고사례 및
위험관리방안

1. 서론

2. 변압기의 종류 및 특징

로 전기기기가 첨단화되어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

자유도 작용에 의해 전압 및 전류를 변성하여 다른 한 개

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두 개 이상의 회로에 동일 주파수의 교류전압을 공

역할을 담당하는 변압기가 과부하로 인해 고장 및 사고

급하는 장치이다. 특히 발·변전소에서 송전하는 전압은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변압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전

일반수용가 (가정, 공장, 아파트, 호텔, 백화점 등)의 각종

력공급의 중단과 피해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부하 (전등, 냉장고, 승강기, 펌프 등)에서 직접 사용할 수

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인 통신선의 화재로 파급되어

없으므로 일반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압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산업 전반에 큰 장애를 초래할 우

을 변성하는 장치를 배전용 변압기라고 한다.

려가 있다. 또한 변압기화재로 인한 폭발사고는 인명피

변압기는 절연방식에 따라 유입식, 건식, 몰드식, 가스

해를 수반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

식으로 구분하며 그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고 있다. 특히 2006년 8월 2일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

그림 1. (a)의 유입식 변압기는 절연유가 담긴 탱크 속에

동에 위치한 한 변압기에서 높은 기온, 과부하 및 경년

권선을 담근 구조로 제작이 용이하고 다른 변압기에 비

열화 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퓨즈가 단락되어 변

해 저렴하며 사용범위가 넓어 소용량에서 대용량 저전

압기의 퓨즈를 교체·수리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압에서 고전압까지 사용범위가 넓어 가장 많이 사용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완료하고

는 변압기이다. 또한 철제외함으로 견고하고 밀폐된 구

철수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

조이므로 옥내·외 구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유입식

어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폭발에 이은 화재는 후발대

변압기는 전기 절연유에 권선함침 (광유, 혼합유, 실리콘

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되었지만 이 사고로 인하여 인

유 등)되어 있으며 오일에 함침함에 따라 흡습에 의한 절

근 상가건물에는 9시간여 동안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으

연열화가 없으며, 소음진동이 적고 서지에 강하고 주기

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

적인 점검에 의해 수명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다른

하고 있는 소방관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변압기에 비해 설치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절연유를 사

발생하였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변압기화재가 자주 발

용하므로 화재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절연유

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압기화재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

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

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 (b)의 몰드변압기는 고압 및 저압권선을 자기소

최근 도심지에서 주상변압기가 여러차례 폭발하는 사례가

화성을 가지고 있는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몰드한 방

발생하여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 변압기의 화재·

식으로 난연성, 무보수화, 무부하 손실이 적어 에너지절

폭발사고로 주변의 정전사고, 행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약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많이 사용하나 충격에 약하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화재 진압시 소방관의 인명피해가

인출부 절연과 방열에 문제가 있어 고전압 대용량화에

발생하는 등 안전상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는 한계가 있다. 몰드변압기는 권선이 수지에 함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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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는 철심과 권선을 가지고 교류전압을 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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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향상 및 정보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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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입식변압기

(b) 몰드변압기

(c) 건식변압기

(d) 가스절연변압기

연구분석

그림 1. 변압기의 종류별 형태

있어 흡습이 거의 없으며 소형·경량이고 분해, 반입,

드변압기에 비해 내습성이 약간 떨어진다.

현장조립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변압기에 비

그림 1.(d)의 가스절연변압기는 철심, 권선이 밀봉탱크

해 설치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소음이 크며, 서지에 약

에 수납되어 있어 견고하고 절연매체로 SF6 가스를 사

하고 기중절연이기 때문에 옥외설치시 전용함이 필요하

용하고 있어 불연성, 방재성, 안정성이 우수하고 전기적

다. 또한 절연유의 점검이 필요하며 수명예측이 어렵다.

특성이 좋아 내부의 보수점검이 불필요하나 가격이 고

그림 1.(c)의 건식변압기는 권선을 절연지로 절연하여

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바니시 등에 함침한 것으로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고 내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 각 변압기의 종류별 특징을 표

열성이 높은 고체 절연체만으로 절연을 유지하는 것으

1.에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

로 화재의 위험성이 없어 화재예방을 중시하는 건물에

재·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사

사용하였으나 몰드변압기의 등장으로 최근에는 소용량

용범위가 넓어 소용량에서 대용량까지 가장 많이 사용

의 강압용 변압기로 주로 사용한다. 건식변압기는 점검

하는 유입식변압기를 중심으로 화재·폭발메카니즘, 화

및 보수가 용이하나 견고성이 다소 떨어지고 절연내력

재·폭발 시 위험성 및 사고사례 등을 통하여 그 대책을

이 낮으며, 소음·진동이 크고 서지에 약하다. 또한 몰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변압기의 특성
구분                    방식
절연종류

특

성

유입식

건식

MOLD

A종

H종

B종

권선온도상승

55℃

125℃

100℃

연소성

가연성

난연성

난연성

폭발성

가능

불가

불가

내진성

보통

보통

강함

내습성

개방형은 흡습

흡습

흡습하지 않음

내화학성

보통

강함

매우 강함

소음

적다

크다

적다

전력손실

보통

크다

적다

단락강도

강함

강함

매우 강함

절연특성

안정

불안정

안정

치수 및 중량

대

중

소

보수

(정기적)

부대
시설

① 외관점검
② 온도계 감시

① 외관점검

① 절연유 특성체크
② 절연유 여과
③ 내부본체

① 진공청소기에 의한 청소
② 운전재개 직전 외관검사
③ 건조필요

①	걸레, 진공청소기 등에
의한 청소
② 외관점검

소화시설

필요

보수점검용

①	본체 인양시 변압기 상부
공간 및 설비
②	여과설비및절연유보관Tank
100

외함에 들어있는 경우
변압기 인출시 점검공간
180

건식보다 소규모로 필요
외함에 들어있는 경우
변압기 인출시 점검공간
200

장점

① 가격저렴
② 저소음
③ 권선의 온도상승이 적다

① 난연성
② 유입식에 비해 소형경량
③ 비폭성

① 내습성, 내진성이 강함
② 저전력 손실
③ 과부하 내량이 크다
④ 전기적 신뢰도가 크다
⑤ 소형, 경량
⑥ 비폭성, 난연성

단점

① 가연성, 폭발성
② 환경오염의 우려
③ 전력손실이 크다
④ 크기와 중량이 크다

① 습기에 약함
② 소음이 크다
③ 전력손실이 가장 크다

① 가격이 고가

3.	변압기 폭발사고의 진행과정
절연유분출 및 폭발사고의 전형적인 진행과정은 고

를 분해하여 변압기에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어 절연유
분출 및 폭발사고로 이르게 한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그
림 2.에 나타내었으며, 아크발생의 전단계인 절연파괴

압권선에 있어 절연파괴로 시작된다. 이의 발생초기에

요인의 양상과 사고원인을 표 2.에 정리하였다.

는 낮은 전류를 가지는 즉, 임피던스가 높은 사고이나

변압기 폭발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순식

턴간 또는 층간의 사고가 감소하게 되어 고장전류의 큰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의 진행상황은 정확히 알 수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이 고장전류(아크전류)는 절연유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상변압기는 장시간 과부하로 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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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유입보다 소규모 필요

Risk & Insurance

점검

① 질소가스 누설점검
② 브리자 흡습제 점검
③ 유면계 누유점검
④ 온도계 감시

소손 및 절연파괴

•열적열화: 과부하, 냉각불량, 주위온도 상승
•전기적 열화: 일시과전압, 서지전압
•기계적 열화: 단락력
•환경적 열화: 수분, 산소, 먼지 침입
•제작 및 시공불량



고장진전

•1차권선 또는 리드선의 지락, 단선



내부아크발생

•아크온도: 2,000~5,000℃



절연유분해
(약 400℃)

•가스발생: 수소, 탄화수소(도전성 Gas) 등
※ 가스에 의한 1차 부싱지락으로 절연유 분해



압력상승

•순간압력 상승: 3.5㎏/㎠ (실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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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폭발 및 절연유 분출

•탱크파손 및 화재(절연유 발화점: 약 145℃)
그림 2. 절연유 분출 및 폭발사고의 진행과정

표 2. 변압기 절연파괴요인의 양상과 사고원인
이상요인의 종류
전기적

연구분석

열적

기계적

이상요인의 양상과 원인
- 뇌격에 이한 계통이상전압에 기인하는 권선의 단락, 단선, 지락 등에 의한 절연파괴
-	코로나 방전, 간헐적인 아크방전, 유증이물에 의한 유증섬락, 흡습, 유누설, 유의 열화에
의한 절연파괴
- 특히 권선, 리드선 등 돌발적 사고로 되는 경우가 많음
- 누설자속에 의한 순환전류나 와전류에 의한 철심, 탱크, 권선의 과열
- 통전부의 접촉불량, 조임부의 이완
- 과부하 운전
- 외부단락에 의한 권선, 리드선 등의 과전류
- 내부이상(열적이상 등)
- 여자진동 및 수송시 각부 체부개소의 이완, 접촉불량, 리드선의 손상
- 전자기계력에 의한 권선의 변형
- 진동 과대에 의한 권선의 피로 절단
- 진동, 충격에 의한 철심, 접지선의 이완, 절단
- 철심체부부와의 이완, 과전압에 의한 이상진동
-	기계진동적 이상은 변압기의 외부 이상이 많지만 내부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전기적
혹은 열적 이상으로 진전하는 경우가 많음

열화가 될 경우 변압기 내부 절연물의 손상으로 누설전

기층을 압축하게 되고 밀폐되어 있는 변압기 내부에 압

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권선간 단락으로 발전하게 된

력이 과대해지면 절연유분출 및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

다. 권선간 단락이 일어날 경우 단락전류를 필요로 하게

어난다.

되며 이로 인해 절연물이 급격하게 열화되고 권선층간

권선 층간단락과 같은 변압기 내부 사고의 보호장치로

단락으로 확대된다. 권선층간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변

서 주상변압기 1차측에는 COS가 설치되어 있어 동작하

압기 내부 아크단락사고로 발전되며 이때 발생된 에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만약 퓨즈가 용단하지 않았다거

지에 의해서 절연유는 휘발성 가스로 분해된다. 이 분해

나 용단할 경우라도 보수원이 COS 동작원인을 조사하

된 가스는 급격한 압력상승을 유발하여 변압기 상부 공

기 위하여 COS에 퓨즈를 갈아 끼우고 재투입하는 경우

약화된 변압기 절연부분은 내부 아크 단락사고로 이르

접지와의 아크가 발생하고 이때 변압기 내 상부의 가연

게 되고, 이때 발생한 아크에너지에 의해 절연유는 휘발

성 가스를 발화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

성 가스로 분해된다. 분해된 가스는 급격한 압력상승을

나 이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일으키면서 피스톤운동을 하게 되어 변압기 상부 공기

은‘아크발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상변압기의 절연유

부분을 압축하게 된다. 특히 밀폐된 변압기에서 내부압

분출 및 폭발사고는 굉음발생, 뚜껑비산, 화재수반 등의

력 상승이 과대해지면 절연유와 화염의 분출과 함께 폭

공중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와 전력공급의 신뢰

발이 일어나게 된다.

성 및 경제적 손실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변압기가 관심

변압기의 부분별 고장종류와 원인에 대해 표 3.에 정리

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사고조사 시 각 부분에 나타난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국내의 주상

이상증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변압기의 절연유분출사고 등 최근 5년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표 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

4.	변압기 사고사례 분석

재산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전 전
압의 특고압화 및 계통전원용량의 증가에 따른 아크전
류의 증가, 최근 부하밀도의 증가에 따른 변압기 설치대

및 사고변압기 COS의 재편입 등의 원인 외에 단시간의

수의 증가와 최대부하를 형성하였던 부하종류가 전등부

지나친 과부하운전, 제작불량, 1차 리드선 단락선 접지

하에서 냉방부하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와의 아크발생, 절연유감소로 인해 고압선이 노출되어

변압기사고를 계절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표 5.에서 알

표 3. 변압기 부분별 고장종류 및 원인
구분

고장의 종류
선간단락

권선, 리드선

코일의 단락
지락
변형, 단선

철심

절연피복의 열화
과부하에 이한 열화, 이상전압 침입
단락시의 전자기계력에 의한 절연물의 손상
단락시의 전자기계력에 의한 변형단선 과도한 진동

접지불량

진동, 충격에 의한 접지선의 이완, 절단

국부과열

조임볼트의 절연열화 국부적인 폐회로의 생성에 의한 순환전류

소음, 진동
통전부 불부착

탭 절환기

주요 원인

조임부의 이완
접촉압력부족, 접촉면 불평활 → 아크발생

부품손상

접촉불량, 재질불량

절연파괴

권선, 리드선과 동일

표 4. 연도별 변압기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최근 5년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건수

13

22

23

28

29

재산피해액(천원)

14,364

16,973

24,832

62,276

9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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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폭발사고는 장시간의 과부하운전, 경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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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기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표 5. 계절별 변압기화재 건수(최근 5년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발생건수

29

46

15

24

115

점유율(%)

25.2

40.0

13.0

20.8

100

Research & Analysis

그림 3. 에어컨 사용 전·후 전기사용량의 변화

연구분석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의 사고 115건 중 여름

하로 인한 정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노후아파

철에 40.0%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냉방을 위

트의 변압기 교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한 전력사용량의 증가로 각 가정에 보급된 에어컨 등 가

이 일고 있다. 15년 이상된 소형 주공아파트의 경우 변

전제품의 대형화와 대량설치로 변압기의 과부하 운전

압기 용량이 가구당 0.6~0.9kW, 민간 대형아파트도

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외기온도의 상승과 전력

약 2kW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변압기 용량을 늘리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에어

데 100kW당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용

컨 사용 전·후의 전기사용량 변화를 그림 3.에 나타내

량증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용량증설 없이

었다. 에어컨의 사용시 전기사용량이 무려 3배 이상 높

노후변압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과부하로 인한 화

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서

재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에어컨과 냉장고를 사용할 시 과부하 가능성이 있는 것

아파트 변압기사고에 대한 시급강제규정 등 근본대책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압기 절연유의 온도가 1℃ 상승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함에 따라 0.075%씩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주위온
도와 태양광에 의한 복사열로 인해 절연유의 체적증가
및 증기발생량이 큰 여름철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
는 것이다. 이는 기온이 최고로 올라가는 시각에 냉방부
하가 가동되어 과부하가 되고, 그에 따라 변압기 온도도

5. 위험관리방안
지상변압기 안전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변압기보호

최고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장치의 비보호구간 상존으로 자체보호기능 미흡, 변압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무더위기간 중

기 내부의 급격한 압력상승 시 현행 방압밸브의 방출능

발생한 아파트단지의 정전사고 대부분은 변압기 과부

력 미흡, 변압기 내부구조 복잡, 유분출고장시 인명피

하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변압기 과부

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지중배전용 지상기기의

일곱째, 근본적으로는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변압

관리, 유지관리에 따른 대처방법 등 안전교육 미흡 등의

기 및 가스절연변압기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요인들이 있다. 변압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

여덟째, 변압기사고 유형별 SOP를 작성하고 유지·보수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에 대해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사고시 신속하고 적절하

첫째, 유입식 변압기의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1차측(고압

게 대처하여 화재·폭발사고로의 전이를 막을 수 있도록

측)에 피뢰기와 보호퓨즈 및 2차측(저압측)에 과부하 차

해야한다.

단기와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 변압기 사고원인인 낙뢰

현재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는 지상설치형 유입식 변압

등 서어징전압의 침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전기

기에 동종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적 스트레스와 과전류에 의한 열적 스트레스를 차단하

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화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여야 한다.

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먼저 1, 2차측 부하를 신속

둘째, 변압기 내부고장, 2차 저압측 고장 및 과부하시

하게 차단하고 소화활동을 하여야 하며, 절연유가 분해

차단이 가능한 적당한 용량의 1,2차 퓨즈를 사용함으로

되어 변압기 내부압력이 증가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충

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분한 냉각으로 압력상승요인을 막아 폭발로 이어지지

셋째, 절연파괴의 원인이 되는 수분 및 산소의 침입이 잘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차단되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적절한 분출장치의 도입
으로 정압상태 및 단락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 등을
적절히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으로 받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적절한 부하관리 및 과

변압기사고는 과거에 비해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부하 차단기의 사용 등을 통하여 변압기가 충분히 견딜

향상되어 각 가정에 보급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대형

수 있는 열적 스트레스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화와 대량설치로 변압기의 과부하운전에 의해 발생하는

함으로써 단시간의 지나친 과부하운전 및 장시간의 과

빈도가 높고, 외기온도의 상승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부하운전에 따른 주상변압기의 폭발원인을 줄일 수 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이 기간 동안 철저한

을 것이다.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상점검과 부하변동추이, 변

다섯째, 절연유 상부의 공기체적을 탱크체적의 1/3정

압기 온도상승 등에 대한 기록유지 및 분석, 판단 등을

도가 되도록 하여 변압기 절연유 중에서의 아크발생 시

통하여 용량이 부족한 변압기는 교체하는 등 근본적인

절연유의 열분해에 따른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에 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르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폭발을 제어할 수 있는 시

또한 절연유 분출 및 폭발사고는 변압기 내부고장에 의

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 발생한 아크전류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여섯째,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절연유의 자체 경년열화

은 변압기 내부에 큰 아크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정기적인 절연유의 절연내력시험

방법과 냉각매체로서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의

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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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변압기는 부하전류에 의해 열적 스트레스를 지속

6. 결론

Risk & Insurance

크기가 과대하여 부정적 이미지 팽배, 한전 용역회사가

Proposal

지진리스크 평가를 위한
통계적·공학적 리스크분석
한승룡

책임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미래전력기술연구소

1. 머리말

고, 시설물의 거동평가에 의하여 그 피해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리스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

(Risk)를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

간 총 손실액이 전세계 GDP 총액의 30% 이상에 이를

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진에 의한 피해는 다른 재

정도로 재해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

해보다 빈번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워 단순히 통계적

우 1900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인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진재해

있으며, 최근 재산과 인명피해는 각각 5,400억 달러와

에 대한 리스크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리스크 분석법을

5,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인터넷 다음백과 참조). 그 피

소개하고자 한다.

해는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그중 지진은 항상 인류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야기

지진에 의한 피해는 크게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나눌

2.	지진재해도(Seismic Hazard)
지진재해리스크(Risk)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강도의

피해와 그로 야기되는 2차적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

지진이 얼마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것

며, 인명피해는 대부분 건물을 비롯한 시설물의 붕괴로

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재해에 대한 발생추이를 말하

인하여 발생된다. 이처럼 지진에 의한 재해는 시설물에

는 것으로 재해도(Hazard), 즉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재

의한 피해로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해도를 말한다. 지진재해도는 크게‘결정론적’파악과

따라서 주요 시설물의 지진위험도 평가가 보다 과학적

‘확률론적’파악으로 나눌 수 있다.

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진발생 시 피해를 예측하거나 줄

결정론적 방법은 지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

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요 시설물의 지진시 거동

진을 정한 후, 지진의 최대강도, 즉 지반가속도를 결

을 고려한 내진설계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하는 방법이다. 확률론적 방법은 지진재해분석

그림 1. 미국(EPRI 2013)과 한반도(Park et al. 2009)의 지진재해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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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지진에 의한 재산피해는 인프라시설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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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재해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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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등재해스펙트럼(UHRS)과 인공지진 작성

Proposal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을 모든 지진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재현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재해리스크를 평가하고자 하는 장

기 및 강도를 확률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소의 재해조건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결과물은 대표적으로 지진의 발생강도에 따른 등고선

것이다. 이는 모두 재해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확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등재해스펙트럼 (Uniform Hazard

실성이 많은 재해조건을 과학적인 방법 즉, 확률론적인

Response Spectrum, UHRS)이다. 이 등재해스펙트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을 이용하여 주요 시설물의 설계지진이 정해지기도 한

제언

다. 지진재해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확률론적
으로 제시된 지진가속도를 바탕으로 실제 지반정보를
포함한 인공지진을 작성하여 사용한다. 그림 2.는 미국

3. 지진취약도(Seismic Fragility)

과 한반도의 지진재해도와 국내 지반의 등재해스펙트

지진재해도 (Hazard)는 지진위험도 (Risk)와 구분되

럼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공지진파형을 나타낸 것

는 개념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의 크기가 어

이다.

느 정도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재해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재해분석을 통하여 인공지

도만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진을 만들어 실제 지진조건과 유사한 재해시뮬레이션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시설물이 지진의 발생강도에 얼마

수행한 것이다. 지진파의 몇몇 조건을 확률론적으로 파

나 취약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진취

악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지진파를 무작

약도(Fragility) 분석이다.

위 진동법(Random Vibration Approach)으로 작성하기

지진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하중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

도 하고, 실제 발생지진을 바탕으로 인공파형(Wavelet)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하중 및 지표에 대해서 시설물의

을 대입하여 원하는 수준의 인공지진을 작성하기도 한

피해정도를 확률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진취약도

다. 태풍재해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의 풍속데이터

분석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진취약도 분

와 바람장(Gradient Wind Field) 모델을 바탕으로 몬테

석은 시설물의 지진응답이 시설물의 내력 (Resistance)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과 기본적인 접근법은

을 초과하여 파괴 혹은 손상에 이르게 되는 지진가속도

에 대해서는 지진가속도(예를 들어, 태풍에 대해서는 풍속)

해와 직접적인 경제·사회적 손실을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에 대한 구조물의 파괴가능성(Probability of Failure)을

있다. 이는 다양한 데이터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취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내어 그 활용을 쉽게 한다. 지진취

약도 곡선을 필수로 하고 있다.

약도 곡선은 개발방법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최근 20

HAZUS의 지진취약도는 시설물의 피해상태를 5단계

여년간 공학분야 중 구조신뢰성 연구분야의 주 관심대

(피해없음, 약간의 피해, 보통, 강함 및 완전파괴)로 구분하

상이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시설물의 지진취약도 곡선

여 유형별로 나누어져 보다 정확한 피해예측을 가능하

이 제시되었다. 수많은 연구결과 외에 다른 나라의 취약

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도도 엄밀한 방법으로 작성

도 연구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HAZUS-MH나 대만

된 것은 아니다. 시설물 유형을 보다 단순화하여 구분하

의 HAZ-Taiwan과 같은 재난관리프로그램에 탑재되

고 시설물의 지진시 거동도 구조물의 일부 거동특성만

어 사용되고 있다.

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 많다.

미국의 HAZUS-MH의 경우 미국의 재난관리청(Federal

대만의 HAZ-Taiwan의 경우 미국 HAZUS를 바탕으로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재난관리

작성된 것으로 지진이 빈번한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지

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HAZUS 프로그램을 개발·사

진재해에 대한 피해예측과 재난관리를 가능케 한다. 특

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진재해의 경우 대

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별로 15가지로 분류하고 있

상지역의 시설물, 지진의 위치 및 규모 등 지진재해도에

다. 구조별 건물은 다시 내진설계를 수행한 정도별로

대한 부분과 지진취약도를 바탕으로 재해피해규모를 추

High, Moderate, Low 및 비내진의 4가지 종류로 분

정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HAZUS는 지진재

류하여 TELES(Taiwan Earthquake Loss Estimation

Potential Earth Science Hazards
4. Ground Motion

4. Ground Failure

Direct Physical
Damage

5. General
Building Stock

6. Essential and
High Potential
Loss Facilities

7. LifelinesTransportation
Systems

8. LifelinesUtility Systems

Induced Physical
Damage

9. Inundation

10. Fire

Direct Economic/
Social Losses

11. HazMat

12. Debris

13. Casualities

16. Indirect
Economic
Losses
그림 3. HAZUS의 지진분석 단계별 모듈

14. Shelter

15. Economic

30
31
2016 No.2 Vol.121

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물론 물리적 2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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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률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시설물의 외부하중, 지진

제언

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의 경우, 지진에 의한

를 산출할 수 있다.

재해는 인프라시설물의 피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

이러한 시스템에 적용한 지진취약도는 복잡한 공학적

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시설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진

이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설

취약도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인프

물의 정밀한 거동특성 (비선형 거동)과 다양한 거동기준

라시설물의 2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재해복구에

(한계상태)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

영향을 미치는 가스, 통신, 전력, 교통, 상하수도 등 넓

지만 시스템에 탑재된 취약도 곡선을 이용하면 지진재

은 범위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편리한 장점도 있다. 이러한

해외에서는 HAZUS와 같은 재난피해예측시스템에 탑재

시스템은 광역적으로 퍼져있는 수많은 시설물의 피해비

된 지진취약도 외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율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취약도 곡선

시설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작성의 경우, 그에 대한 지

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기도 하다.

진피해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고, 실제 실험을 통한 지진

그러나 정확한 재해 피해예측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

취약도 작성이 어려워 통계적인 방법과 공학적인 방법

학적이고 엄밀한 취약도 분석방법이 요구될 것이다. 이

을 통합하는 취약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정확한 취약도 평가를 통하

인 방법은 베이지안 접근법(Bayesian Approach)을 이

여 재해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

용하여 통계적인 실험데이터와 구조공학이론을 적용하

어 왔다.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주요 인프라

여 작성한 지진취약도를 통합하는 방법이다(Gokkaya et

시설물 및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연구를 진

al. 2015). 그림 4.는 Gokkaya et al.의 지진취약도 연

행하여 왔다. 하지만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인프라

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여부와 구조형식분류가 어려

작성된 지진취약도(Initial Fragility)를 해석자료(Analysis

운 국내 건축물형태는 이러한 연구를 어렵게 해왔다. 특

Data)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지진취약도
(Bayesian Est.) 곡선을 제시한 그림이다. 이러한 베이지

1
Initial Fragility
Prior Distr.
Analyses Data
Posterior Dist.
Bayesian Est.

0.8

P collapse

Proposal

System)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지진취약도

안 접근법은 본 저자의 미 중남부 허리케인 리스크관리
를 위한 논문 Han et al. (2014)에서 허리케인 취약도를
구하고, 재해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는 과정에도 사용된
방법이다.

0.6

0.4

4.	지진피해예측과 리스크평가

0.2

(Seismic Risk Assessment)

0
0 	IM1	IM2

Sa(T1, 5%)

그림 4. 지진취약도와 베이지안 지진취약도
(Gokkaya et al. 2015)

지진재해는 일반적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지역
이 광범위한 특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

재해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진재해발생으로

거주(국가지표, 2010)하는 국내 상황에서의 지진재해 위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는 리스크분석기법 역

험도는 더욱 증가하며 거대 도시일수록 지진발생에 따

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른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따른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과 같이 지진재해가 빈번한 국가에

도시의 현대화 및 고도화에 따라서, 인명사상과 구조물

서는 재해추정 및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의 손상 및 파괴에 의한 직접 손실보다는 가스, 전기, 통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으로 적용·운용하

신망 등의 라이프라인을 포함한 상수도, 도로 등의 도

고 있다. 그림 5.는 지진에 대한 미국의 연간 지진손실

시기반 네트워크 시설물파괴에 의한 2차 피해가 증가하

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별, 시설유형별

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의 지진피해예측은 단순히 피해

설계기준, 지반특징, 시설물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를 예측하여 예방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피해

국가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중약

에 대한 보험회사의 재해리스크 분산에도 중요한 자료

진 지진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

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피해 예측요소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시설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분석과 이에 근거한 지진피
해 예측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이 공포되어 지진과 지진해
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측, 예방, 대비 및 대

5. 맺음말

응,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필요한 사항들이 정립되고

지진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지진재해도와 취

있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

약도로 크게 나누어 기술해 보았다. 이와 연계하여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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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인구의 약 80%가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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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의 지역별 연간 지진손실 예(FEMA, 2008)

Proposal
제언

피해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일부

데이터처리를 위한 지리학, 지진파를 분석하기 위한 신

추가하였다. 지진피해예측을 위해서 이러한 분야가 미치

호처리학, 데이터 해석과 통계모델구축을 위한 통계학,

는 영향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통계적인

공학적 모델구축을 위한 토목구조신뢰성 공학을 총괄하

접근방법과 공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는 분야로써 정확한 재난피해예측과 그에 대한 과학적

이러한 절차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간략히 수행할 수

인 재난대응책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한 분야에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일부 재해연구와 재난피해예

특히 지진피해의 대부분이 주요 시설물의 피해에 의하

측을 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진재해의

여 야기된 것이라면 시설물의 거동에 밀접한 지진취약

경우는 한반도가 주로 경험하는 풍수해에 비해 상세한

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공학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연구 및 적용이 느린 편이다. 또한 중약진 지진대에 속하

판단된다. 지진취약도는 시설물의 피해를 정확히 예측

는 국내 현실상 지진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단하여 재난관리 및 대응수단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다.

거동평가를 위한 공학적인 접근법과 이와 동시에 지진

한반도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큰

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설물의 포괄적인 범주를 고려하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 위한 통계적인 기법도 요구된다.

서 우려를 갖는 것은 호사가의 망상수준이라고 폄하하

이와 같은 연구를 세분하면 지진발생 및 전파과정을 위

는 사람이 있는 정도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지진재해리

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분석, 지표까지의 지진파의 증폭

스크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일부 순수연구

을 위한 지진응답해석, 시설물의 지진구조해석, 구조신

에 목적을 둔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전이 중요한 원자력

뢰성 해석을 통한 시설물의 손상단계별 지진취약도, 베

발전소 내진설계 담당자이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시 지

이지안기법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업그레이드, 광범위한

진손해보상의 규모가 천문학적이 될 손해보험사 및 재

인프라시설물의 GIS기반 데이터처리, 지진시나리오별

보험사 정도가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

지진피해예측 등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학문분야

난리스크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발달이 재난안전을 위한

별로 나누어보면 재해를 모사하기 위한 지질학, 지형적

대책 및 대응방안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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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발전과 더불어 에

전소 건설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바닷가 부지의 현장상

너지소비가 산업과 주거 전반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여

황에 부합하고 토공량의 최적화를 위한 계단식 3단 배치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10m, 30m, 70m) 설계에도 불구하고 약 160만㎡의 육

향후 소비수요 또한 증가율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

상, 100만㎡의 해상에 걸친 부지정지와 간척공사에만 1

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사업비 3조8천억원 규모의 세계

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발생된 토공량

최대 대용량 유동층발전소인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은 약 3,000만㎥으로 왕복 4차선을 기준으로 할 때 경

이러한 에너지수요를 고려,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부고속도로의 절반 정도를 포설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위해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12)에 반영되어 지

세계 최대규모의 발전소에는 연돌 (굴뚝)과 종합사옥을

난 2011년 1월 부지정지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본공

일체화하여 발전배기열을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세

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상업운전을 위한 막바지 공정

계 유일의 신개념 디자인 및 발전설비 원격예측진단시

에 임하고 있다.

스템과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최근 사회적 중요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지로 강

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옥내저

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위치한 현장은

탄장, 발전폐수 무방류시스템, 발생석탄회 재활용과 같

2,000MW (1,000MW x 2기)라는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

은 친환경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하기 위한 사업부지만 약 260만㎡(78만평)에 이른다. 발

각 호기당 1,000MW 터빈 1기와 500MW 순환유동층

보일러 2기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발전소는 세
계 최대의 대용량, 유동층 발전소이자 국내 최초의 저
열량탄 발전소로 기존 고열량탄 발전소 대비 연간 약
1,200억원 이상의 연료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약 41개월의 준비단계와 아직 진행 중인 60개월의 설
치공사기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건설하는 발전소의 최대라는 업적의 영예는 일투입 약
2,000명, 연간투입 약 60만명 이상이 흘린 수많은 땀과
대한민국 건설의 전례없는 도전을 극복한 결과라는 자
부심으로 현장은 남은 기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무

x 2)급 유연탄 발전소입니다. 삼척시와 지역주민의 적극
적인 유치청원으로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08.12)
※	코리안리재보험(주)은 지난 4월 15일(금), 한국남부발

되어 ´12년 6월 착공, ´16년 3월 현재기준 건설공정률

전(주)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의 사전협조를 구해 현

은 95%입니다. 사업부지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대

장취재 및 견학을 하고, 삼척그린파워 1·2호기 건설

260만㎡(육상 약160만㎡, 해상 약 100만㎡)이며, 총사업

내용을 정리하였다.

1. 현장소개

비 3조8,400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2. 경영방침(취임인사)
우리 발전사업을 대표하는 현장의 수장으로서 지

Q 수락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Q 표로 삼으신 경영방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현 사업 막바지 여념없는 시기에 취재를 흔쾌히

니다. 우선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업에 대해 개략적
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국내 최초의 저열량탄

A 발전단지로 세계 최대 초임계압 순환유동층 보일
러 (CFBC1) )를 채택한 설비용량 2,000MW(1,000MW

A

경영방침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 경영
둘째, 1·2호기 적기준공
셋째,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넷째, 소통·화합으로 내부고객 만족실현

1)	CFBC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 모래나 회·재 (Ash), 석회석의 유동상태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증기를 생성하는 순
환유동층 보일러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발전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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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괄하는 안관식 본부장을 만나 사업전반에 관한

Risk & Insurance

사준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공정현황

용, 소내 용수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현황과 주요 잔여공사에는 어떤 것들이

Q 있는지요?

현재 사업종합공정률은 95%로 1호기는 지난 2월

A 26일 최초점화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시운전에 착수
하였으며, 2호기는 오는 8월31일 점화를 목표로 공정에 박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척그린파워는 보일러 : 터빈 2:1 방식으로 설계되어 1개

5. Lessons Learned
이러한 최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이 겪은 어

Q 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봉착했던
도전과 이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최대 대용량 유동층보일러 도입에 따른 원천

Project Review

호기에 보일러 2기, 터빈 1기가 설치되며, 현재 1호기는

A 기술사인 Foster Wheeler에서는 보일러시공 허용

증기세정, 2호기는 단위기기 시운전이 한창 진행 중입니

오차를 노 수직도는 0~4mm, 수평도는 최대 3mm 이내

다. 참고로 증기세정 이후에는 터빈통기(보일러생산 증기로

로 정밀시공을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

터빈롤링), 발전기 계통병입(전력 최초생산), 부하시험, 신뢰

해 1개월 이상 야간작업과 주말작업을 병행하며 완벽하게

도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상업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국책사업현장에서도 건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업운전은 1호기 ´16년 12월, 2호기

노조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자들의

´17년 6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시작부터 건설현장 및 노무관

현장소개

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사업특장점
삼척그린파워는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

Q 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차별
화되는 삼척그린파워만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6. 추진과제 및 주요현안
사업종반부 중요한 시기에 부임하시면서 고민이 많

Q 으셨을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사

A 된 발전소로 세계 최대 대용량 유동층발전소를 채

업의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재 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

택하였고, 보일러 2대에 터빈 1대의 2:1 조합으로 운영되

A 삼척그린파워는 2012년 6월 남부발전의 미래성장

삼척그린파워는 100여 가지의 아이디어가 접목

며, 굴뚝과 건물을 통합한 신개념 종합사옥을 갖추고 있습

부탁드립니다.
첫째, 삼척 1호기의 연내 상업운전 목표달성입니다.

니다. 특히 석탄재처리장이 없고, 석탄저탄장을 옥내화하

동력원으로서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여 석탄이 눈에 띄지 않으며, 발전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3

1호기 연내 상업운전을 위해서 본부장을 비롯한 전직원과

무(無) 발전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삼척지

협력사가 하나되어 Critical 공정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역 강수량 등을 고려하여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해수담수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대용량 유동층발전소에 보일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일 3,600톤을 생산하여 순수제조

2대와 터빈 1대의 조합운전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예상

치 못한 상황과 과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슬기

서 석탄연소 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석탄재 재활용을 위

롭게 극복하기 위해 유동층보일러 시운전 유경험자를 주축

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연간 70만톤의 석탄재를

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전력연구원 등 유관기

100% 활용하기 위한 석회석광산 채움재시범사업을 '16.

관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설비를 점검 및 시운전을 수행할

5~10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에코건자재 플랜

계획입니다.

트설비를 '16. 6월 준공목표로 건설을 추진하여 연간 40만

둘째, 주민 및 환경민원의 최소화입니다.

톤의 인공모래 및 정제회생산 등으로 석탄재를 재활용할

발전소 건설관련 주요공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정입니다.

시운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백무현상, 소음 등 현상에 대
해 사전설명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석탄하역과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석탄분진, 소음발생 최

진 중입니다.

삼척그린파워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수행 시에 일반

Q 적인 발전소현장과는 달리 더 큰 위험요소가 예상

셋째, 석탄재 100% 활용방안입니다.

되는데 잔여기간 무사준공을 위한 현장의 안전방침은 무엇

우리 발전소는 석탄재처리장이 없는 무회사장발전소로

이며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Risk & Insurance

소화를 위해 석탄취급설비에 대한 설비보강 및 개선을 추

7. Risk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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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그린파워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다보

A 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삼척그린파워 건설현장에
는 하도급사 60여개 업체와 일일 3,000여명의 현장근로자
가 참여하는 대형 복합공사현장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통합안전컨트롤센터를 구축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

8. 환경
최근 파리기후협약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Q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삼척그린파워
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요?
첫째로는 설계당시부터 저탄장·회처리장·폐수방

Project Review
현장소개

의 긴밀한 안전관리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전문

A 출이 없는 3무 발전소개념을 도입하여 저탄장을 옥

가가 상주하면서 선제적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내에 설치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발전소에

있습니다.

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전량 재이용함으로써 회사장이 없는

삼척그린파워는 인간존중·인명중시의 선도적 안전문화구

무회사장(기존 발전소의 경우 1,000,000㎡ 필요) 발전소를 건

현으로 대한민국 대표안전공기업 실현을 위해 新작업안전

설하였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여 전량 재

시스템 구축, 안전문화수준 (ISRS-C) 진단, 선진안전기술

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협약(노동부, 공단, 협력사) 체결 등을 실행하고 있

다음으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담수화설비를 설치하여 발

으며, 건설부분에는 외부안전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담수) 전량을 생산·공급함

상주, 통합안전 Control Center 운영 및 고위험 집중관리

으로써 하천수 사용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습

맞춤형 안전관리실행력 향상으로 최우수 건설안전사업장

니다.

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기배출물질관리는 보일러내에 탈황, 탈질설

비, 전기집기기 등 최신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 대
기배출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0. 각오
마지막으로 사업에 임하시는 본부장님의 각오 한

Q 말씀 부탁드립니다.
9. 품질
완공 후 성공적인 가동을 위한 현장의 품질방침과

Q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신다면?

삼척그린파워는 최고수준의 친환경발전소, 그리고

A 최고 품질의 발전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삼척그린파워는 국내 최초의 초초임계압 1,000

A MW급 국산화발전소이자 대용량 CFBC 발전소로

서 발전설비 원격 예측진단시스템을 갖추고 저원가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무회사장운영 등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
한 첨단발전소로서 기대가 큽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전 직
원에게 무한도전, 즉‘무조건 도와주자, 한없이 도와주자,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자, 전화하기 전에 도와주자’

침아래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받고 운영하고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 직원이 일심동체로‘무한도전’
으

있으며, 건설기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집중적으로 관

로‘무한발전’
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

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설비개선을 지속하고 발전설비

로 삼척그린파워의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해 안정적인 전기

정비적격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품발전소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기업

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Risk & Insurance

‘투철한 주인정신으로 최고품질의 발전소건설’
이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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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0년간 국내 기술보험사고분석]
1. 발생손해액 현황
(1) 전체사고
(억원)
1,000

(건)
손해액
손해액

CAR
EAR

사고건수
사고건수

1,000

1,025
837

851

800

955
742
675

600

482
376
416

400
200

208
226
85

0

83

735
660

658

531

558

468

481 474

800
600

511

449

400

230
243

81

74 167

78

120

111

63

91226

61183

9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CAR : Construction All RisK (건설공사보험) / EAR : Erection All Risk (조립보험)

70

69

73
2014

2015

200
0

Appendix

1. [사고건수 증가추세]

부록

-	CAR : 2010~2012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사고 발생증가
		 (3년 평균 153건, 21.7%, 10년 평균 73.5건, 13.4%)
- EAR : 연도별 사고건수 증감이 적음
2. [손해율 변동추이]
-	CAR : 2010~2012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손해액 증가
		 (3년 평균 418억, 44.4%, 10년 평균 197억, 33.6%)
-	EAR : 100억 이상 초고액 사고에 의한 영향으로 2009, 2010, 2015년 손해액 증가
		 •2009년(2건) : A사(185억), B사(106억)
		 •2010년(1건) : C사(115억)
		 •2015년(1건) : D사(250억)
3. [최근 3개년 손해액 증가] - CAR : 자연재해발생 감소로 손해액 감소추세
- EAR : 2015년 초고액 사고로 손해액 일시적 증가

(2 ) 20억이상 고액사고
(억원)
500

CAR
EAR

손해액
손해액

400

420

7

6

200

0

7

10

426

423
6

300

100

(건)

10

사고건수
사고건수

1
1
53
28
2006

3
169

103

- 0
2007

1. [고액사고 발생요인]

77

2
94

2008

61

2

3

2

2009

0

2010

8
7
6
5

240

4

3
2

309

9

2011

49
2012

132

76
2013

3

-

4
3
2

117
1
20
2014

0
2015

- CAR : 2010~2012년 발생한 23건의 고액사고 중 자연재해에 기인한 사고 13건(57%)
- EAR : 2010년, 2015년 발생한 13건의 고액사고 중 시운전중 발생한 사고 8건(62%)
2. [100억이상 초고액사고] - 100억이상 초고액 사고(4건)는 모두 EAR에서 발생

1
0

2. 분야별 현황
업종별 비율
7.6%
기타

15.1%
철도
13.5%
일반건축

28.7%
기타

7.0% 상하수처리업

CAR

10.7%
도로

EAR

56.0%
전기업

2.8% 지하철

11.7%
항만

4.8% 석유화학업

2.9% 상하수도
7.1%
7.5%
하천
호텔&
리조트

10.5%
항만시설업

14.0%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Risk & Insurance

3. 발전소 사고현황
발전소별 사고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억원)

2006
2
62
0
0
0
0
0
0
1
3
3
65

2007
0
0
0
0
3
26
2
25
0
0
5
51

2008
1
41
0
0
2
6
0
0
2
5
5
52

2009
2
93
0
0
0
0
1
39
0
0
3
132

2010
10
194
2
23
1
6
4
45
0
0
17
267

2011
3
12
0
0
0
0
0
0
2
32
5
44

2012
6
60
0
0
2
16
1
5
0
0
9
80

2013
3
54
3
104
2
6
0
0
1
5
9
169

2014
2
7
1
5
2
30
1
2
0
0
6
43

2015
1
24
1
36
9
352
1
8
0
0
12
420

합계
30
547
7
167
21
442
10
124
6
44
74
1,324

※ 사고기준 : 손해액 1억원이상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설비가 복잡함에 따라 사고의 노출도가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큼]
상대적으로 큼에 기인
		 •원자력발전 : 30건(41%), 547억(41%)
		 •화력발전 : 21건(28%), 442억(33%)
2. [파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요장비설치 중 파손사고가 42건(57%), 822억원(62%),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13건(18%), 181억원(14%)
3. [2015년 고액사고 다수발생]
- 신규 대용량 화력발전소 건설에 기인함(9건, 352억원)
4. [발전소별 최대 손해액]
- 원자력발전 : 2010년 펌프 파손사고(115억원)
- 복합화력발전 : 2013년 가스터빈 파손사고(73억원)
- 화력발전 : 2015년 스팀터빈 파손사고(250억원)
- 열병합발전 : 2009년 탈황탑 화재사고(39억원)
- 기타발전 : 2011년 풍력발전기 화재사고(19억원)

평균
3
55
1
17
2
44
1
12
1
4
7
132

42
4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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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원자력 사고건수
발전
사고금액
복합화력 사고건수
발전
사고금액
사고건수
화력발전
사고금액
열병합 사고건수
발전
사고금액
사고건수
기타
사고금액
사고건수
합계
사고금액

4. 원인별 현황
원인별 비율

20.2%
기타
40.0%
물리적손상

17.5%
기타
42.6%
물리적손상

4.9% 화재

CAR

EAR

34.9%
자연재해

22.4%
화재

17.5%
자연재해

Appendix

5. 자연재해 사고현황
자연재해 원인별 사고금액

부록

CAR

(단위 : 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평균

폭우
태풍
강풍
낙뢰
기타
합계

12
77
5
0
0
94

31
7
15
0
0
52

69
19
10
0
0
98

94
10
0
0
2
106

334
79
0
0
1
414

349
83
15
0
10
457

115
293
0
0
0
408

45
46
3
0
2
97

123
148
1
0
5
277

3
35
0
0
0
38

1,176
797
49
1
20
2,043

214
145
9
0
4
371

EAR

(단위 : 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평균

폭우
태풍
강풍
낙뢰
기타
합계

0
62
0
0
0
62

15
0
0
0
0
15

41
0
0
2
0
43

5
0
185
0
0
190

19
6
0
0
3
28

0
0
13
0
5
18

29
16
0
0
0
45

0
4
0
0
0
4

0
0
0
0
0
0

0
0
0
0
12
12

109
88
198
2
20
417

20
16
36
0
4
76

1. [폭우 및태풍이 다수 차지]

- CAR : 폭우(집중호우)와 태풍이 전체 자연재해 사고규모의 96.8%를 기록
-	EAR : 폭우/태풍이 전체 자연재해 사고규모의 47.2%, 강풍이 47.5%를 기록
		 (강풍의 경우 2009년 A사 크레인 전복사고(189억)에 기인함)

2. [자연재해로 인한 최대 손실] - CAR :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2011년 최고치 기록(457억, 45%)
- EAR : 2009년 강풍으로 인한 전복사고로 최고치 기록(189억, 44%)
3. [기타원인]

- 그밖의 자연재해유형으로 설해, 동파 등이 있음

6. 월별 사고 현황
기술보험
CAR
(억원)

손해액

1,000

자연재해

751
1,135

사고건수

(건)
700

632
528

800

375

600
400

325

278

254

200

14

22

10

17

1월

2월

3월

4월

449

310

300

43

54

56

10월

11월

6월

월

1월

2월

3월

4월

자연재해비율(%)

5.7

5.5

3.1

6.0

5월

7월

8월

6월

7월

9월

8월

387

9월

400
300

432

152
5월

500

420

371

200
100

11
12월

0

10월 11월 12월

30.6 14.0 64.8 58.4 61.5 17.8 13.0

3.0

EAR
(억원)

손해액

500

자연재해

사고건수

400

47

300

0

64
17
3월

월

1월

자연재해비율(%)

0.0

2월

13  

2

4월

5월

3월

26.6 58.9

1. [하절기 사고금액 증가]

40
30

135

2월

288

182

118

1월

0

6월

115
53
7월

4월

5월

6월

7.3

1.1

0.0

95

143
41

8월

7월

9월

8월

20

135

10

4

3

3

10월

11월

12월

9월

46.1 36.3 28.7

10월 11월 12월
3.0

1.0

0.7

- CAR : 7~9월 사고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61.5% 차지함
-	EAR : 7~9월 사고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36.4% 차지함
		 3월의 경우 2009년 강풍으로 인한 크레인 전복사고로 58.9% 차지

2. [손해액 변동추이]

70
60

262

189

0

56

80

50

178
100

59

56

459

321

200

71

65

75

60

77

73

-	CAR : 7월에 최고치 기록
		 (집중호우 손해액의 36.9%, 태풍손해액의 37.7%가 7월에 집중)
-	EAR : 7월에 최고치 기록
		

(2006년 7월 태풍으로 인한 고액사고(53억)에 기인), 3월 제외

3.[7~9월 자연재해 사고비율 증가] - 여름철 집중호우(214건) 및 태풍(409건)에 기인

0

44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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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

(건)

Risk & Insurance

0

481

496

408

436

730
435

314

311

735

452

433

600

824

7. 2006년~2015년 주요 고액사고
기술

(단위: 억원)

계약자

업종

사고일자

사고지역

사  고  내  용

발생
손해액

A

전기업

2015.12.05

충남

발전소 시운전 중 스팀터빈내부 파손 후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250

B

항만시설업

2009.03.21

경남

골리앗크레인 조립작업 중 강풍에 의해 전도파손

185

C

전기업

2010.11.22

부산

발전소 시운전 중 냉각펌프 내 풀림방지부품이 탈락으로 내부
부품 다수 파손

115

D

상하수처리업

2009.06.16

대구

하수슬러지처리설비의 시운전 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
여 소손, 화재진압 중 소방용수로 인한 침수손해 발생

106

E

전기업

2009.04.29

경북

발전소 건설 중 심층배수로 Bulk head 파손에 의한 바닷물이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건물 및 설비 침수손해 발생

90

F

항만시설업

2012.02.01

부산

운반구 통행구간 포장도로열화에 의한 침하 및 파손

87

G

창고업

2007.12.28

인천

냉동/냉장창고 창고조립공사 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80

H

전기업

2013.05.30

충남

발전소 시운전 중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가스터빈 압축기 등
파손

73

I

전시시설업

2012.08.13

서울

원인미상 화재 발생하여 소손

72

J

하천정비업

2011.05.12

대구

하천상류 호우로 수위 상승하여 가시설파손, 현장 적치자재 및
기 시공부 피해

68

K

항만시설업

2014.07.09

제주

태풍 내습으로 케이슨 및 방파제 구조물파손

67

EAR

L

항만시설업

2010.01.08

전남

골리앗크레인 조립작업 중 전기합선 추정의 화재가 발생하
여 소손

63

CAR

M

리조트업

2012.09.17

여수

태풍 내습으로 법면유실 및 수목전도, 토사유입 등 피해

55

EAR

N

전기업

2006.07.10

울산

발전소 건설 중 태풍에 의해 방바제 일부 유실, 부지법면이
광범위하게 붕괴

53

CAR

O

항만시설업

2012.08.28

제주

태풍 내습으로 케이슨 및 방파제 구조물 파손

50

P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2010.08.27

충남

제철소 내 냉각탑조립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43

Q

전기업

2015.08.31

충남

발전소 시운전 중 기동용 변압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43

R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2015.11.02

울산

선박건조 중에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43

CAR

S

에너지업

2008.06.26

울산

원유수송배관 파손사고

42

EAR

T

전기업

2008.08.13

부산

발전소 건설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냉각수 배수로가 침수 및
송전설비의 콘크리트 구조물 침하

41

종목

EAR

CAR

Appendix

EAR

부록

CAR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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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