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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corner

백년을 살아보니
1995년 12월 초연(初演)한 이래 20여년 동안 뮤지컬대상, 국가브랜드상 등 수 많은 상을 수상하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절찬리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면 긴 커튼콜이 말해주듯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배우들은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으로 준비를 했을까? 영화나 드라마는 같은 장면(Scene)을 좋은 컷이 나올 때까
지 수없이 반복해서 찍은 후 잘 나온 컷을 골라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다.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며 오직 단 한 번만 공연할 수 있는 연극무대
이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기회는 시간과 함께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않는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도 않는다. 그래서 연습없는 연극무대를 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토로한다. 아, 그때 내가 조금더 인내했더라
면, 그때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잘 해주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열심
히 공부했더라면, 그때 진로를 달리 결정했더라면... 등등.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아쉽고 때로는 가
슴이 아픈 것이다.
이 책『백년을 살아보니』
는 백세인생을 먼저 살아본 한국철학의 대부 김형석 교수가 백세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노(老)
철학자의 인생관을 담아 지혜와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심,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하
는 삶의 지혜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그는“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이라며“사랑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90년이
넘게 걸렸다”
고 술회하고 있다.‘행복론’
에서는“성공과 행복의 함수관계에 관해 재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달성한 삶은
행복하고,“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고 한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되는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물을 갖게 되면 그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에 손실을 받
는다고 한다. 특히 노년의 삶에 대해 경험적으로‘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까지’
이
고,‘일’
이 건강유지의 비결이라고 한다. 칸트나 슈바이처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도 유지한다고 말한다.
저자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으로 올해 97세이지만 아직도 강의와 저술활동을 바쁘게
해내고 있다.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서 30여년간 후학을 길렀고, 1960~1970
년대는 서정적인 문체로 엮어낸 수필들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저서로는『현
대인의 철학』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독이라는 병』
『영원과 사랑의 대화』외
다수가 있다.

노(老) 철학자가 인생관을 담아 담담하게 들려주는 지혜의 경험담
❶ 행복론 _ 똑같은 행복은 없다
•성공하면 행복할까 •인격수준과 재산의 관계 •일을 하는 이유 •오래 살면 좋을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❷ 결혼과 가정 _ 사랑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 •재혼을 했으면 더 행복했을까 •황혼기 이혼에 관하여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 •무엇이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가 •뜻대로 안 되는 자녀교육

❸ 우정과 종교 _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나에게 우정은 섭리였던가 •내 친구 안병욱 •현대인에게도 종교는 필요한가 •흑과 백 사이의 수많은 회색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❹ 돈과 성공, 명예 _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경제적으론 중산층, 정신적으론 상위층 •자서전을 쓴다면 •세 동상 •나에게‘감투’
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❺ 노년의 삶 _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취미생활의 즐거움
•늙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노년기에는 존경스러운 모범을 •누구곁으로 가야 하는가 •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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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보험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테러위험사례 및 추세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위한 애국자법(Patriot
Act) 이외에‘테러보험법’
을 제정(2002)하여 사후복구수

세계 각국이 테러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단으로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각

계기는 2001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알카에다 (Al-

국 역시 911테러 이후 민관협동으로 테러보험풀을 만들

Qaeda)에 의한‘911테러’
이다. 미국은 911테러를 계

어서 테러위험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참여하는 이

기로 테러위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유는 민영보험시장에서 테러위험은 인수거절대상이기

선포하였다. 이슬람국가(Islami State, IS)는 프랑스 파리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부주도의 혹은 민관협동

에서 자살폭탄과 총기를 이용한 파리테러(2015.11.13.)

의 테러보험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를 자행하였다. 당시 파리테러에서는 공연장, 축구경기
장,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한 다수의 무고한 일반 시민들
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 프랑스는 이후

테러의 정의와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

하였다(2016.7.14). 최근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특

로 폭탄, 생화학무기, 원자력, 폭력, 정치적 동기에 의

징은 죄없는 일반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소프트타킷 테

해서 무고한 시민의 사망, 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발생

러’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키는 것을‘테러’
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

국가정보원의‘우리국민 주요 테러피해사례’
를 살펴보

국, 독일 등 각국의 대 테러관련법 또는 국제협약 등이

면 201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의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요소를 내

다양한 테러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파키스탄,

포하고 있다.1)

아프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폭탄테러 및 납치테러, 인도
양, 홍해에서 선박피랍과 선원납치, 예맨, 나이지리아,

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범죄조직과 구별)

케냐, 리비아 등에서 한국회사 직원 인질테러, 필리핀

②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진 사건이다

에서 한국인 납치 등이 발생하였다. 테러는 미국이나 유
럽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국민도 더 이상 테러로

(시위 등 우발적 폭력 제외)

③	공포심을 수반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른다
(총격, 폭파, 납치 등)

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우리나
라는 IS가 적대시하는 60개 국가 중에 25번째에 포함되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는‘테러’
란 국가, 지방

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방지법(테러방지법)을 제정(2016.3)하였으나 테러예방활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

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테러발생 후 피해복구를 위한

는 다음의 행위로 정의한다.

테러보험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1) http://www.nis.go.kr/AF/1_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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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Risk & Insurance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였지만 다시 니스에서 트럭이 시

2.	테러의 정의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
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라.	생화학·폭발성·소이성 (燒夷性) 무기나 장치로
인명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시키는 행위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 관련 인명
및 물적 손상행위

911테러 이후 신설된 국내 화재보험 테러행위 면책 추가
약관 제1조에서는 테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쟁에 준하는 행위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왜냐하
면 남북한은 정전협정(1953.7.27.) 이후 적대행위를 일
시적으로 정지하였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휴전상태
에 있기 때문이다 (두산백과사전). 전쟁위험은 보험 기본
약관에서 보험회사의 면책이므로 있을 수 있는 북한의
국지적인 공격이 테러인지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적대
행위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 국내 테러보험 운영실태
테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테러로 인해 입을지도 모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Focus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초점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를 직·간접의 재산상, 제3자배상책임을 주요 담보대상
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테러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 테러가 발생한다면 보험을 통
한 피해복구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 테러보험이 없
는 이유는 국내에서 IS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경험이 없
었고, 다른 나라보다 테러위험이 적다는 인식 때문이
다. 보험회사는 테러위험이 거대위험이라서 테러발생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시 손실금액이 막대하고, 여러 보험종목에서의 누적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
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
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는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보험회사는 보험상품개발에

험관리도 어렵고, 대규모의 재보험 담보력을 필요로 하

부담을 갖고 있다.
911테러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성 재물보험과 배상
책임보험에서 전쟁 및 테러면책특약(War and terrorism

테러위험은 발생빈도가 낮고 심도가 큰 위험이다. 911

exclusion)을 신설하여 테러위험이 보험회사의 면책이

테러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는 수많은 인명피해

되었다. 국내 화재보험에서도 테러행위면책 추가약관

와 엄청난 재산피해, 기업들의 배상책임 및 휴업손실피

을 신설하여 테러위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나 방사능을 이용

면책약관 제3조에서 상해손해를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

한 테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재해가 될 수 있다. 더

어 최소한 테러로 인한 상해피해는 보험보장이 되고 있

욱이 우리나라는 북한위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

어서 다행이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도‘전쟁,

다. 북한으로부터의 국지적인 공격이 테러인지 아니면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면책

의 면책이다. 인수방식은 참여보험회사 수와 지분율에

위험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형 국제행사에 대

따라 배분하였다.

비하여 재보험풀을 이용한 테러보험이 한시적으로 운영

3.3 해외여행자보험

된 적이 있다.

가계성 보험인 해외여행자보험에서는 테러위험이 담보
되고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표준약관에서 상해의료비,

2002년 월드컵대회기간 중 10개 월드컵경기장 시설과

통원비의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국공유 건물 및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위험 담보제공을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

위해 테러보험이 개발된 적이 있다. 당시 911테러 이후

며 테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테러는 일반상해처럼

해외 재보험시장의 경색으로 테러위험출재가 어려워져

우연한 사고로 분류되므로 테러로 사망 또는 부상시 보

국내 손해보험회사 및 대한재보험(주)(現 코리안리)가 참

험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사망보험금과 치료비가 가능

여하는 테러보험풀이 운영되었다.

하다. 예를 들어서 2009년 예멘폭탄테러사건 당시 한국

표 1. 월드컵 테러보험상품 주요내용

인 4명이 사망하였으며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구분

내용

자보험 사망보험금 1억원과 치료비 등을 지급한 사례가

테러위험만을 담보하는 전용상품

있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서 정부가 여행위험지역으로

담보위험

테러행위로 입은 재물손해 및 신체손해

정한 국가를 방문해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상한도

재물손해 :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200억원 이내)
신체손해 : 사망 8천만원, 부상 2천만원 한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테러행위면책추가

가입대상

10개 월드컵경기장 및 국공유 건물
* 보험가입대상 건물 : 총 1,147건

보험요율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 추정보험료 약 12억원

인수방법

풀 구성에 의한 테러위험 인수
*	손해보험사와 대한재보험(주)(現 코리안리)
로 구성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테러위험 담보방안 추진’
,
2002.03.26.

약관’특약을 선택할 경우 테러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4. 해외사례
4.1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크보험법 제정2)
미국은 911테러(2001) 이전에는 일반 보험에서 테러피

3.2 한국공항공사 테러보험

해가 보상되었으나,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위험이 면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14개 공항에서 테러로 인한 건물,

책으로 제외되었다. 테러보험은 911테러 이후에 개발되

기계장치 손해 및 공항 이용객의 신체배상책임 및 재물

었다. 미국은 2002년에‘테러리스크보험법 (Terrorism

손해를 보상하는 테러보험에 가입(2005)하였다. 보상한

Risk Insurance Act of 2002, TRIA)’
을 제정하여 대형 테

도는 사고당 500억원, 연간보상한도는 500억원이며,

러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동을 통해 정

전쟁, 화학·생물학적 테러, 사이버테러 등은 보험회사

부와 보험회사가 손실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

2)	Marsh,「2015 Terrorism Risk Insurance Report」, Insights, 2016.06.

06
07
2016 No.3 Vol.122

상품형태

Risk & Insurance

3.1 월드컵 테러보험

Focus
초점

상은 산재보험풀(Pool), 캡티브보험, 리스크보유그룹 등

어 공기업의 경우 재물보험에 테러리스크담보를 100%

을 포함한 기업성 보험이며, 개인성 보험·재보험·단체

부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교육, 금융기관, 부동산,

생명보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한 가지 특징은 테러담보

기술/통신분야의 테러보험가입률은 70%를 상회한다.

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미국연방정부는 모든 보험사에 무료재보험을 제공하며

정부기금은 전체 보험산업의 손실이 1.2억 달러 이상일

이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어서 보험사들이 테러

경우에 지급되며 보상한도는 정부와 보험사 손실을 합

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결과

산해 1년에 1,000억 달러로 제한한다. 아울러 테러손실

적으로 정부주도의 민관협동이 신규 테러보험시장의 수

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해 지급하는 절

요와 공급을 창출함과 동시에 테러위험보장의 사각지대

차를 마련하였다. 보험사들은 기업성 재물보험 경과보

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점이다.

험료 20%를 자기부담금액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은 보

더욱이 '02년 11월부터 '15년 1월까지 12년이 넘는 기

험사 공동부담 16%, 정부부담 84%로 손실분담비율을

간 동안 행정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정부지출은 없었다.

정하였다.

예를 들어 보스턴마라톤 폭탄테러사건 (2013.4)의 경우

미국은 2007년 테러특별법을 연장하여 국내·외의 테러

207명의 재산/재해사고로 인한 지급청구가 정부지급기

행위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2011년에 오바마 정부가 테

준인 5백만달러에 미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부지원

러보험지원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TRIA는 위기에 직면

없이 민간보험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결론적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정부의 재보험지원을

로 미국 테러보험제도는 정부의 실질적 비용부담 없이

2020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민영테러보험

보험시장안정화, 산업담보력확충을 포함하여 경제전반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산업별 테러보험가입률에 있

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3)

※ 자료 : Marsh,“Terrorism Risk Insurance Report (2013~2015)”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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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테러보험제도 도입 이후 테러보험가입률
3) 보험개발원,『국가 재난보험제도 강화방안 연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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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주는 911테러 이후 상업용 건물에 테러보험
가입 의무화

차등적인 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 2006년부터는 핵,
생·화학, 방사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

였다. 이에 따라 모든 상업용 건물은 테러보험가입이 의

프랑스는 1986년에‘테러 및 기타 범죄행위 피해자를

무화되었다. 그 결과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의 보험료는

위한 보증기금(FGTI)’
을 만들어서 테러피해로 인한 보험

최대 20% 증가하였다. 부동산의 소재지, 현대적 보안

회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자동차보험부

시설 보유여부, 테러표적 가능성의 고저 등에 따라 테러

터 생명보험까지 프랑스에서 법적효력을 지닌 보험증서

보험 할증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호주정부는 민간보

약 8천만건에 대해 강제로 부과하는‘테러세’
가 기금의

험사들과 테러보험 보상책임한도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

재원이다. 테러세는 보험증서 1건당 4.30유로이다. 기

여 민간보험회사의 책임한도는 A$1,000만으로, 이를

금규정에 의하면 테러공격의 공식적 범위에 있었던 사람

초과하는 보험손실에 대해서는 호주재보험공동관리기

은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프랑

금이 지불토록 하였다. 호주정부는 A$90억까지 지급보

스에서는 파리테러, 니스테러 이후에 테러의 일상화가

증해주며 추가적으로 A$10억 범위 내에서 은행대출을

적응해야 할‘뉴 노멀’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미

알선해준다.

래의 테러위험에 대비해서 기금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므

호주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업용 건물 소유주

로‘테러세’
를 추가로 인상하고 제2의 테러관련 공공기

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러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한 정

금을 조성하려는 논의가 있다(연합뉴스, 2016.8.4.).

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둘째, 테러보험을 민관협동으로

프랑스사례의 시사점으로 첫째, 테러위험은 언제, 어디

운영하되 민영 보험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서든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국민전체가 책

지급보증을 통해서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임을 나누어지는‘사회적 연대’
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
이 조성되었다. 둘째, 테러위험발생 후에 사후복구차원

4.3 프랑스는 모든 보험증권에 강제로 테러세 부과

의 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지원의 테러재보

프랑스는 1986년부터 해양, 항공, 사이버위험, 제3자

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의무테러세를 도입해서

배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에서 테러담보의 가입

이끌어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이 의무화되었으며 프랑스 영토 내 또는 프랑스가 관여
하는 해외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에 의한 손해를 보
상한다. 테러담보의 재보험출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4	스페인은 재물, 생명, 상해보험에 테러위험
의무보험화

2002년 1월 1일 부터 무제한의 테러재보험을 제공하는

스페인에서 테러위험은 가입이 강제인 의무보험이다.

공동재보험풀 (GAREAT)이 도입되었다. GAREAT는 비

스페인 내전과 지역 독립분쟁의 아픔을 가진 스페인은

영리 민관협동기관으로 보험사, 상호보험사, 대기업 캡

일찍이 테러위험을 이상위험 (Extraordinary Risks)으로

티브, 재보험사,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구조이다. 보험가

간주하고 의무보험화 하였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재

액이 2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계약을 대형위험으로 분류

물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보

하고 2천만유로 미만일 경우 중소형위험으로 분류하여

험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이상위험 특별약관에 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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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되었다(보험개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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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911테러 이후 테러보험가입을 의무화(2003) 하

표 2. 스페인 CCS 이상위험(테러+자연재해)보험운영 3대원칙
구분
1.	테러위험 보장
Compensation

내용
-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하는 테러위험
(자연재해 포함) 보장
-	국내외 위험보장(자국민의 해외여행
중 테러상해, 사망 보상)

2. 국민적 연대감
Solidarity

3. 민관협동
Cooperation

-	의무보험에 필요한 상부상조, 십시
일반의 상호부조
-	의무보험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역
선택문제 해결
-	민영보험사 인수거절위험을
CCS에서 인수, 최종 지급보증
-	민영보험사는 보험계약업무,
CCS는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자료 :	보험개발원,『사회재난 정책보험도입 및 재난보험관리,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15.

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의무보험화에 대한 국민적 연대감이 필요하다.
셋째, 민관협력모델이 중요하며 보험계약업무는 민영보
험회사가 대행하고, 정부는 테러위험을 인수하고, 기금
을 관리하는 재보험자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4.5 독일은 EXTREMUS(주)와 정부가 테러위험을
민관협동으로 담보
EXTREMUS(주)는 미국 911테러 이후에 독일 보험회사
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2002) 특수 민영보험회사이다.
EXTREMUS는 화재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서 테러위험
을 담보하며, 정부로부터 75억 유로의 지급보증지원을

Focus
초점

입하여야 한다. 이상위험은 테러위험과 자연재해위험

받는다. 기업은 보험가액 25백만유로 이하의 화재보험

을 의미한다. 스페인은 테러위험과 자연재해위험을 패

과 기업휴지보험에서 테러위험을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키지로 의무보험화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CCS라는

기업의 최소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50,000유로이며 테

(Consorcio de Compensacion de Seguros)라는 민관협

러보험요율은 차등적용되고 있다.

동의 비영리기관이 테러위험과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재

EXTREMUS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보험가액 25

보험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민영보험회사가

백만유로 이하의 화재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서 테러위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고 그 중에서 테러위험과 자연재해

험인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EXTREMUS의 보장한도는

위험특약은 CCS에 100% 재보험 출재를 한다.

100억 유로이며 이 중에서 EXTREMUS의 책임은 25억

스페인은 테러위험 이외에 정치적, 사회적 재난도 보장

유로까지이며 나머지 75억 유로는 국가가 부담한다.4)

되고 있는데 소요, 내란, 시위, 평화 시 군·경찰의 합법

기업당 최대 지급보험금은 연간 15억 유로로 제한된다.

적 진압피해도 보장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운임에 승

테러위험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약 98%의

객을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대중교통이용

기업(1,300여개)이 화재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서 테러위

중의 상해위험과 테러위험을 담보한다. 특히 스페인국

험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 이유

민이 해외여행 중 테러피해로 인한 상해사고 및 사망위

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험을 보험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테러위험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지만

스페인제도의 시사점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독일기업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률이 높고, 특히 기업휴

첫째, 테러위험은 거대위험이며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하

지보험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인상적이다.

는‘시장실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적

4) http://www.extremus.de/index.php/ueber-uns

5.	테러보험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개발할 필요가 있다.

5.1 테러보험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러 이후 테러보험을 국가지원의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테러보험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들은 911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보험을 도입하여 테러사고 후 보

테러 이후에 비로소 정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임의보

험보상을 통한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
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911테

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 이스라엘, 호주는 의무

5.3 테러위험을 의무보험으로 도입

이후에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의무특약첨부, 테러보험풀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모든 공공건물과 상업용 건물

형태로 테러보험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5) 2015년

에 대해서 테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의 책

파리테러를 계기로 민관협동의 의무테러보험도입 주장

임은 일정부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지는

이 있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이다.6)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수건물과 사회재

최근 IS는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해

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테러보험을 의무적으

킹을 한 사례도 있고, 국내 미군시설 등에 대해서 테러

로 도입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위험을 경고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북한테러위험도

각종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특약형태로 테러위험을 추가

상존하고 있다. 만약의 테러사고 이후에‘소잃고 외양간

담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고치기’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테러보험을 도입할 필요

5.4 결론
우리나라는 테러안전국가가 아니다. 만약에 테러가 발

5.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테러위험을 정책
보험으로

생한다면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테러발생 후‘사후약방

2016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이름과 같이 테러를 예

문’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보험보상을 통한 사

방하기 위한 법이며 사후복구수단인 테러보험에 대한

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테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테

내용은 없다. 테러위험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의

러위험은 거대위험이므로 정부와 보험산업이 민관협동

(이하 재
한 특수한 형태이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으로 테러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보험이

난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필수적이다. 또한 테러위험의 의무보험화에 따른 사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난법을 개정

적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테러보험 도입시기는 바

하여 사회재난에 테러위험을 포함시키고 정책보험으로

로 지금이다.

5) 신호철,「테러보험 국내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위험과 보험, 코리안리, 2001.12.
6) 이기형,「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Weekly, 보험연구원,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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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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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911테러

Special

이희진

전무
BT International

리콜사례와 리콜보험의
활성화 방안			

1.리콜제도

경우를 말한다. 강제적 리콜은 정부기관에서 그 위험성

1.1 개념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리콜보험의 당연한 담보

리콜제도는 기업이 제조·판매·공급한 제품이 소비자의

대상이다.

을 확인하고 취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약관상 다른

신체·생명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1.3 우리나라 리콜의 법적근거

의 명령에 의하여 제품결함내용을 관련 소비자에게 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모든 물품 및 용역

리고 결함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토록 하여 추가적인 피

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체·생명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

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리콜제도는 국가마다

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

관련 법제도가 다르고 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그 회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강제적 리콜조치를 취할

수방법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리콜관련 개별법규가

담보하는 리콜보험상품도 표준약관을 사용하기보다는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계약의 특성에 맞춰 보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일

개별법에 소비자기본법의 관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

반적이다.

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의 리콜조항을 동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리콜의 종류
1.2.1 자발적 리콜

표 1. 제품별 리콜관련 주요법령
해당제품

를 입히는 리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기업체가 자

자동차

발적으로 결함제품을 회수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행
위를 말한다. 기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하는 이유는 추가

식품

리콜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적인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소

의약품

약사법

비자에게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콜보
험에서 그 비용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
의 동의하에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공산품
먹는 물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
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1.2.2 강제적 리콜

1.4 리콜의 방법과 절차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생명 및 재산에 손해를

1.4.1 리콜의 방법

입히는 리콜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기업체가 적절한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한 리콜조치에는 결함물품에 대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정부기관에서 해당 기업체에

여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

게 결함제품의 리콜을 권고하거나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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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생명 및 재산에 손해

Risk & Insurance

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기업 스스로 또는 국가기관

•	수리 : 결함의 원인이 명백하고 물품수리가 가능한 상황
일 경우 해당 결함을 수리하여 시정한다.
•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의 물품으로 바꿔주는 방법인데

고의 원인과 동일하게 결함제품이다. 다만 리콜보험에
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내에
담보제품의 결함이 발견되어야 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을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한 다른

충족시켜야 한다.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품결함으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

•	파기 :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보관비용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
이다.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제품회수를 결정
하거나 정부행정당국의 회수에 대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

•	환급 : 결함제품을 수리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확인하고 결함제품의 구입가격을

2.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환불한다.

2.2.1 회수비용(Recall Expense)
일반적인 리콜보험에서 담보하는 비용은 결함제품을 조

1.4.2 리콜의 절차

사·회수·폐기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비

리콜관련 문제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초기의 신속한 대

용을 말한다.

Special

응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와의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통신비용

명확한 의사소통체계를 갖추어야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

•결함제품의 분석, 조사, 수거 등에 필요한 추가인건비

특집

사결정으로 사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리콜의 기본

•회수를 위한 운송비

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정규직원에 제공한 시간 외 작업비용

•시장에 판매된 제품의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회수된 제품의 결함확인·검사비용 등

•제품의 위험성 인지
•인지한 위험에 기인한 사고발생빈도나 크기를 평가

2.2.2 기타 담보비용

•평가된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리콜계획 수립 및 실시

리콜보험약관에 따라 그 담보범위는 다를 수 있는데 회

•	리콜완료 후 리콜추진과정의 평가 및 기록관리 등 재발

수비용에 추가하여 담보할 수 있는 담보내용은 다음과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같다.
•위기관리자문비용(Crisis Consultant Cost)
	리콜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초기

2. 리콜보험상품

대응방법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처리 및 절차에 대한
위기관리전문가의 자문서비스 비용을 보상한다.

2.1 담보위험

•상표신용회복비용(Brand Rehabilitation Cost)

리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

	제품결함사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약정한 일정기간 동안

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리

피보험자가 판매량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추가비용을 보

콜사고의 원인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

상한다.

•협상금(Extortion Cost)

에서 리콜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검토해야 할 중요사항

	음식품을 담보대상으로 하는 리콜보험에서 주로 담보하

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는 보상조건으로 외부인이 악의적으로 피보험자의 식품
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협박할 경우

2.4.1 담보제품과 약관조건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상금을 보상한다.

리콜보험약관은 담보제품이 완성품인지 또는 부분품인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지에 따라 1st Party Recall 조건과 3rd Party Recall

	결함으로 인하여 회수한 결함제품을 문제없는 제품으로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st Party Recall 약관은 완

교환할 때 소요되는 제품비용을 보상한다.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결함
제품을 직접 회수해야 하고 그로 인한 회수비용을 보상

	회수한 결함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하는 조건이다. 반면에 3rd Party Recall은 부분품을 제

있었던 이익의 상실금액을 보상한다. 그러나 상실이익

조·공급하였는데 문제의 결함부품으로 완제품 판매업

에 대한 위험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먼저 소비자로부터 결함제품을 회수하고 그로 인

상실이익까지 담보를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

한 비용을 부분품 제조·공급업자에게 청구된 금액을 보
상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부품제조·공급업자에게 필요

2.3 리콜보험의 주요 면책조항

한 리콜보험은 3rd Party Recall 조건이다.

•	소비자 및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생산물배상책

또한 음식물 제품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리콜보험

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다.

자 할 경우 보험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고의적인 불법·범죄행위 및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위반

CPI(Contaminated Products Insurance)라고 하며, 외부
인의 독극물주입 등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을 고
려한 약관이다.

•	피보험자의 제품과 유사한 경쟁업체 제품의 리콜로 인한
회수

2.4.2 리콜정책(Recall Plan)의 유무

•계약상 가중책임

예기치 못한 리콜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

•법률비용

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콜계획서로, 위기관리지

•오염물질의 제거비용

침이다. 여기에는 사고 또는 소비자 불만접수 시 고객에

•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 화학적

대한 응대방법·사고대응절차·리콜선언주체·대화창

변형
•벌금, 과태료, 징벌적 벌과금

구·정부 및 관련기관 보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정해놓고 관련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간접손실비용

2.4.3 위기관리팀(Crisis Management Team)의 운영여부

2.4 리콜보험 계약체결 시 검토사항

리콜사고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여부에 따라 이

기업체에서 리콜보험계약을 구입하거나 또한 보험회사

후 회수비용 및 관련 손해를 경감할 수도 있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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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시제품·실험용 제품으로 인한 사고; 담보받고

약관은 PCI (Product Contamination Insurance) 또는

Risk & Insurance

•상실이익(Loss of Profit)

손해액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 자체 위기
관리팀을 사전에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만일 회사의 여건상 자체 위기관리팀 운영이 어렵다
면 보험회사의 전문위기관리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도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표 2. 연도별 리콜실적
연도

리콜 건수

연도

리콜건수

2005

194

2010

848

2006

134

2011

826

2007

329

2012

859

2008

544

2013

973

2009

459

2014

1,752

※자료 :	한국소비자원

2.4.4 결함제품의 확인 및 추적 시스템
결함제품의 생산·판매규모를 확인하고 회수대상 소비

유형별 리콜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에 리콜명령에 따른

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배치순번·판매기록이

리콜건수의 증가가 매우 큰데 그 이유는 품질이 부적합

유지관리되어야 불필요한 회수경비 및 시간을 절감할

한 한약재 사용업체에 대한 대규모 리콜명령에 의한 것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생산배치 사이즈를 명확히 구분할

이라 한다.

수 있으면 한 번의 제품결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표 3. 유형별 리콜실적

회수경비 및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보험
의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Special

있다.

유형
자발적 리콜

특집

리콜권고

3. 리콜사고사례
리콜명령

3.1 국내 리콜사례
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리콜사고건수는

연도

리콜건수

2012

189

2013

263

2014

339

2012

124

2013

111

2014

277

2012

546

2013

599

2014

1,136

※자료 :	한국소비자원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에는 1,752건으

우리나라의 리콜관계 주요 법령별 리콜사례실적(2014년)

로 매일 하루에 4~5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

에는 2013년 대비 큰 폭(80%)으로 증가하였다.

차 관리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 90% 이상이며, 자
동차관련 리콜은 모두 자발적 리콜인 점이 특이하다.

표 4. 법령별 리콜실적
구분

약사법

자발적 리콜

22

리콜권고

제품안전기본법
52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기타

합계

59

164

42

339

56

277

65

1,136

163

1,752

221

리콜명령

711

150

210

합계

733

423

269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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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국내 주요제품 리콜사례
①	외부인의 콜라 독극물주입사건으로 해당기업체는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페트병(PET) 콜라 전량리콜을 실시
하였다(2006년).
②	냉장고 폭발사고로 냉장고문이 날아가 다용도 미닫이
유리문과 창문이 깨지고 폭발소리에 놀란 주민이 대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냉장고내부 서리제거
용 히터의 연결단자에서 누전에 의한 발열로 밝혀졌고
해당기업은 문제의 냉장고 21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
했다(2009년).
③	7세 어린이가 드럼세탁기 안에 들어가 놀다가 문이 열
리지 않아 숨지는 사고발생, 해당기업체에서는 자발적
영업망을 통하여 종합적인 안전사용캠페인을 실시하였

- 전제품 회수, 48억5천만달러 보상금지급
⑩ 결과 잘못 나오는 성병검사키트(2002년)
- 75만개 리콜

3.2.2 2015년 글로벌 자동차업계 대규모 리콜 주요사례
① 다카다(부품업체) 에어백 부품결함
- 4,000만대 리콜 추정
② 폴크스바겐 디젤차배기가스 조작
- 1,000만대 리콜 추정
③ 도요타 창문스위치 결함
- 650만대 리콜 추정
④ 피아트 크라이슬러 소프트웨어장치 해킹피해
- 140만대 리콜 추정

다(2010년).

3.2 주요 해외 리콜사례
3.2.1 미국 타임지 선정 10대 리콜
① 도요타 가속페달결함(2009년)

② 심플리시티사 아기용 침대 결함(2008년)
-	영아 3명 침대틈에 끼여 질식해 사망, 100만개 이상
리콜
③ 멜라민함유 중국분유(2008년)
- 영아 1명 사망, 원료 700만톤 압수
④ 포드사핀토의 연료통결함(1978년)
- 150만대 리콜
⑤ 파이어스톤타이어(2000년)
- 780여건 펑크사고로 177명 사망추정, 650만개 리콜
⑥ 식중독균감염 캘리포니아산 쇠고기(2008년)
- 6만4천여톤 리콜
⑦ 살모넬라균 검출 땅콩(2008년)
- 미국에서 수백명 감염되고 8명 사망 추정

① 자동차리콜
	완제품 자동차의 경우 최소한 2만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
루어져 있고, 각각의 부품에 결함이 없어야 하는데 통상
완제품 제조사가 전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러 다른 부품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만들
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조화나 불량부품으로 인하
여도 리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카다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부품사가 제작한 부품을 여러 브랜드에 적
용하기 때문에 부품결함이 발생하면 리콜대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② 식·음료산업
	식품의 경우 생산 시 사용하는 광범위한 첨가물로 인한
잠재위험이 있으며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세균감염과
함께 냉동·냉장 보관상 위험도 있다. 또한 외부인의 악
의적 이물질 삽입과 같은 범죄위험도 리콜사고의 원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약
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가전제품
	첨단재료와 자동화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의 가전제품은

⑧ 청산가리 주입된 타이레놀(1982년)

대량생산 및 판매가 일상화되고 제품 내구성 역시 장기

- 7명 사망, 3,100만여병 회수

화되고 있음에 따라 리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리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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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900만대 이상 리콜, 8개 차종 생산중단

3.2.3 주요 제품별 리콜사고 원인

Risk & Insurance

리콜(105만대)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캡 배포 및 전국

⑨ 심장병 유발한 머크사 진통제 비옥스(2004년)

상지역과 규모 역시 과거와 달리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

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 내지는 회수비용에 대한 손해

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의 규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즉 생산물 배상책임보

④ 의약품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더욱 복잡해진 제품
의 특성상 그 잠재적 위험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즉 일
반소비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식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험에서는 결함제품에 기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
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지만 담보제품의 회
수비용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분
명한 인식이 부족하다.

발생하면 소비자의 과실보다는 제조·판매업자의 책임
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⑤ 어린이용품
	유아용품이나 어린이용 장난감 등 유사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안전할 수 있는 디

4.1.2 기업들의 위기관리팀 미비
국내 기업들이 소비자안전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
였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팀

자인과 품질이 요구된다. 즉 아동들의 예기치 못한 잘못

(Crisis Management Team)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자

된 사용방법에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제품설계가 필

동차관련 업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실제로 이

요한 제품이다.

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리콜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이 최고경영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리콜보

Special

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위기관리능력 및 준비상

4. 리콜보험의 활성화 방안

황이 기본인데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기

특집

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4.1 리콜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리콜은 이제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

4.1.3 보험회사의 소극적 인수정책

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부닥치는 현실이다. 특히 자동차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보험은 실제 계약건수

제품과 관련한 리콜사건은 그 규모가 천만대를 넘어가

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

는 수준으로 관련비용과 벌금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

에 경쟁적인 보험조건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재

2014년 이후 매년 1천건이 넘는 리콜사례가 발생하고

보험자에게 재보험출재를 통하여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리콜보험에 가입하여 이러한 손해에 대비한

일반적이다. 즉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몇 건 안되는

계약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일반기업의 리콜

소액계약을 위해서 적극적인 판매촉진활동을 추진하기

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어렵다.
또한 기존에 리콜계약에 대한 인수경험이나 손해사정경

4.1.1 계약자의 리콜보험상품에 대한 인식부족

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리콜보험계약을 인수,

제조물책임법도입 이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

심사할 수 있는 언더라이터나 보험사고 시 효과적으로

식과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동일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대응할 수 있는 손해사정 전문가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수 있는 회수비용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에서

즉, 보험회사가 경험이 부족하여 소극적인 인수정책을

실시하면서 인수능력이 강화되지 않고 계약자에 대한 판

관리팀이 전혀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적

촉활동 역시 활성화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극적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그러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2 리콜보험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서 리콜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리콜

4.2.3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 기업들의 위기관리팀

과거 언더라이팅 경험이 적고 손해사정 전문가도 부족하

미비 그리고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구분하

고 유효계약건수도 부족하여 대수의 법칙도 적용할 수

였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없는 리콜계약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방법
으로는 리콜보험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계약자의 리콜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데 이것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사고원인과 동일한 점

하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이미 구입하고 있는

에서 우선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인수심사를 담당

계약자를 상대로 리콜보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생산

한 언더라이터와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하여 리콜보험

물배상책임보험과 연계판매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담당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피

또한 유효계약건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생산

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리콜조치가 필수적이고 그러한

물배상책임보험계약과 별도 독립된 리콜보험판매가 쉽

비용손해에 대비한 리콜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 않을 경우에는 리콜비용 담보특약을 개발하여 생산물

인식시켜야 한다.

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하여 판매하는 것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리콜특약의 보상한도액을 생

4.2.2 계약자의 위기관리팀 운영지원

산물배상책임 한도액에 포함하거나 일부로 제한하면 리

리콜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기업이 얼마나 신속하

콜사고 시 보험회사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후 기업이 부담해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손해 규모와 그 비용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클 수

그럼에도 고액의 보상한도액으로 리콜보험계약이 부담

있기 때문에 리콜사건 및 리콜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러운 경우에는 국내외 리콜전문 재보험사와의 재보험

기업의 위기관리팀 운영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거래(출재)를 통하여 대수의 법칙이 부족한 위험을 관리

따라서 위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

하면서 리콜관련 전문재보험자가 운영하는 전문적인 리

다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위기

콜위기관리팀의 협조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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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험의 사고원인 자체가 제품결함으로 기인한 것인
Risk & Insurance

4.2.1 계약자의 리콜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제고

Research & Analysis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강 휘 진 방재교육전문가
사회재난안전협회

1. 서론
빅데이터는 정보관리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보산업

빈도를 줄이고 피해결과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바로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관
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보를 창출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이

구에서‘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달리 해마다 크

지식을 통하여 산업을 이끄는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살

고 작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비율은

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정보기술기업으로서의 구글은 매

1)
OECD국가 가운데 하위이다’
라고 지적했으나 10년이

일 새롭게 생성되는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를 처리하는

지난 2016년 현재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기법과 기술을 적용하여 빅데이터산업의 선두주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역사에서 국민안전의식을 깨우는

자가 되었다.

가장 큰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라 하

빅데이터와 관련된 원천기술은 이러한 대규모 검색엔진

겠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과 함께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인

시민안전교육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계

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를 수

기로 여기에서는 빅데이터기술에 대한 소개보다는 빅데

집하고, 분류하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의

이터기술이 필요한 재난관리영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사결정대안을 만드는 등의 정보관리기법들을 통하여 새

한다.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술

재해요인과 취약성을 연구하는 미국 재난관리를 위한

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취약성지수조사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살

우리사회는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창출하고 향상시

고 있는 사람들의 범주가 동등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는 사실을 밝혔다.2) 예를 들면 모든 재난관리단계에서

창출된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재난관리와 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입고 취약하다는 증거

험관리도 꾸준히 더 나은 기술발전을 이루고 있다. 대부

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수

분의 선진사회는 재난 및 위험관리가 하나의 사회문화

록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에 거주하며, 재난피해를

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활동의 중요한 가치로‘안전’

입더라도 보험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

을 우선시하고 있다.

여 다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불확실하고 복합화되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총

이 산재하며 단일위험은 여러 위험으로 전이 및 확대될

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

수 있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진입을 심화시키고 있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안전지도

다. 현대사회의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위험을 줄

와 지역안전지수서비스 (http://www.safemap.go.kr)라

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위험관리를 통하여 사고발생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의 대표

1) 임승빈(2007),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사)한국정책과학학회, 소방방재청
2)	Flanagan, Barry E.; Gregory, Edward W.; Hallisey, Elaine J.; Heitgerd, Janet L.; and Lewis, Brian (2011),“A Social Vulnerability
Index for Disaster Management,”Journal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Vol. 8: Iss. 1,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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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교수는 2007년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전략연

Risk & Insurance

을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능기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인

2015년 11월 국민안전처 설립이전의 지방자치단체별

공지능기법이 재난위험을 예측하는데 도입되면 사회안

안전지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정책지

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을 위한 도구로서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

2015년 11월 7개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는 등 국

다. 하지만 최근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국

가재난관리분야에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분석 방

가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안전지수를 재난 및 안전

법3) 이 활발하게 도입되어 재난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공식적인 통계로서 지방자치

세월호사태 (2014년 4월 16일) 이전에는 위험도분석 등

단체 안전정책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매우 효과적으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분석한 반면 국민안전

로 활용되고 있다.

처설립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달로 인해 예측

사회의 재난취약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심의 예방적 데이터분석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Research & Analysis

투자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산투자를 위해서는 정확한

이다.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통계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한 결

실시간 데이터수집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다양한 예

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안전예산을 총

측모델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다.

괄관리하는 기능이 국민안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난안전통계제공의 목적은 현재 우리사회의 안전문제

그 안전예산 집행실적을 성과로 측정하는 체계는 미흡

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신뢰 가능한 수치화된 데이터

한 실정이다.

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통계데이터를 기초로 현실 취

연구분석

에드워드 데밍 교수는“측정가능한 모든 것을 측정하라,

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

그리고 측정이 힘든 모든 것을 측정가능하게 만들어라.”

는 담당공무원들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

는 명언을 남겼다. 경영컨설턴트와 마케팅의 스승인 피

선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

터 드러거는“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If you

책의 집행결과 즉 성과평가 역시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can’
t measure it, you can’
t manage it).”
라는 명제를

검증하게 된다.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절차는 좋은 결과를 만든다’
는 표준의 가치라 할

소프트웨어분야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가 설립되기 이

수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기

전까지는 재난안전통계 데이터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예

위해서는 좋은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측기반의 예방정책 의사결정기능이 미흡하였다. 재난예
방의 핵심은 안전진단센서 (IoT)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1.1 재난관리의 정의

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기술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련용어는 재난

을 활용하는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는데 있다.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 2016.1.25.] [법

2016년 인공지능컴퓨터 알파고와 세계 최고의 바둑기

률 제13440호, 2015.7.24., 타법개정] 제3조(정의)를

사 이세돌의 바둑게임으로 인하여 예측을 다루는 인공

기본으로 사용한다.‘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

3) 배수현(2015), 부산시 스마트 안전도시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울러‘국민안전실천역량’
이란 재난 및 사고대응에 필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능력(Ability)을 뜻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豪雨), 강풍, 풍랑, 해일

사고발생시 국민스스로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개개인

(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黃砂), 조류 (藻類)

의 지식, 기술, 능력이 바로 국민안전실천역량이다.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안전관련법령과 논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난안전관련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논문과 보고서에서 안전 (Safety)이라는 개념에 주의를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기울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사고대응에 필요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한 역량에 대한 진단체계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데이터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

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

안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험이 없는 상태이므

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로 위험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얼마나 안전한 지를 판단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시설물의

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는‘고의성이 전혀 없이 훼손되지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않도록 보존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안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밖의

라는 용어개념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밝힌다.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안전(Safety)의 정의

2002년 ISO/IEC GUIDE 73에서는 위험(Risk)을 잠재적

안전에 대한 네이버 국어사전에는“위험이 생기거나 사

인 위험한 사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리스크를“사

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런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의 발생확률과 그 결과의 조합 (The combination of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법

the probability of an event and its consequences)”
으

률이 있으나‘안전’
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로 정의하였다. 2009년에 발행된 위험관리(원칙과 가이

법령이 미비하다.

드라인) 국제표준규격 ISO 31000에서 제시된 위험(Risk)

2016년 4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

개념은 조직의 목적 (안전, 환경, 재정 등)은 불확실성에

go.kr)에서‘안전’
이라는 용어로 검색한 결과 196개의

따라 그 영향이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법령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

리스크를“목적(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Effect of

는 없다. 이는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이 없는 상태라는

uncertainty on objectives)”
으로 정의하였다.

상식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뜻한다.
“국민안전이란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위험

1.4 재난징후 데이터

이 제거된 상태”
로 전통적 재난관리와 국민생활속의 모

하나의 큰 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29번의 보

든 위험(사건, 사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아

다 작은 사고와 300번의 경미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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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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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Research & Analysis

히법칙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러한 재난의 징후를 수집

된다. 진단, 분석, 예측, 대응이다.

하여 예방조치를 하는 체계가 바로 재난징후데이터를

1단계 진단단계는 실시간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활용하는 예방체계라 할 수 있다.

이며 그 내용은 안전진단센서 기반의 현장데이터 수집,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물의 위

지리정보와 센서의 매핑, 멀티미디어 정보를 저장하고

험 즉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구조물의 이상을 진단하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다.

는 안전진단센서를 활용하여 재난징후 데이터를 수집한

2단계 분석단계는 위험분석 및 유지관리서비스 절차이

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이상 현상을 파악하게 된

다. 이는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된 위험등급별 진단구간

다. 이러한 체계를 재난건전성 모니터링체계라 부른다.

에 따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다양한 기법으로 정성

재난징후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종합하여야 한다. 특히 위험통계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센서 및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평가에 따른 사전조치를 시행한다.

감지기술을 적용하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3단계 예측단계는 피해예측과 예·경보절차이다. 수립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지능형 안전진단모니

된 데이터를 토대로 피해예측모형에 따라 예측된 결과

터링이라고 한다.

를 지리공간정보(GIS)와 매핑하여 시각화하여 비전문가
도 쉽게 그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확
한 상황판단과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에 따라 예·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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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진단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표준행동 매뉴얼의 가동기준이
된다.
4단계 대응단계는 지휘통제, 상호협력, 그리고 의사결

시설물 안전진단모니터링 프로세스는 4단계로 구성

정절차이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상황을 전파하고, 재

위험관리활동
[재난경감기획]

예방조치

재난대비시스템
재난발생

재난전조 포착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재난위험모니터링 플랫폼
센서 등 수집정보

CCTV

화재센서

균열센서

혼습도센서

진동센서

가스센서

먼지센서

화재

붕괴

폭발

붕괴센서

출입증

상황전파메신저 기상청정보

재난
태풍

지진

환경오염

가스누출

그림 1. 스마트 재난위험모니터링플랫폼 개념도

안전사고

접근제안

난관련조직을 지휘 및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

31000 Risk Management)의 적용과 다양한 첨단센서의

의 협력을 유도하고, 시민을 비롯한 외부에 재난상황정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진단하고, 그 위험을 분석하여

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시뮬레이션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안전진단모니터
링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2.1 스마트 재난위험모니터링 플랫폼

우리가 생활하는 다양한 시설물과 구조물의 이상을 사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하여 스마트 재난위험모니터링플

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감지시스템의 구축과 거기

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다양한 재난현상에 대하여 첨단

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분석을

안전진단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을 모니터링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

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빅데이

축하는 것이 진정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터 기술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사례라 하겠다.

그동안 복구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역중심으로 행동하라”
에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중심
의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위험분석방법

이는 지역의 재난모니터링 역량의 강화가 핵심이다. 앞

위험관리는 크게 기술공학적 접근과 더불어 사회문

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표준(ISO

화적 변수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현장방문

정량적 정보

육안검사

정보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정보에 대한
타당성 평가

보수

공학적 위험도
평가

시설물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비구조적
위험분석
식별

센서계측

위험도
해석기반
통합의사결정

(비구조적 위험요소)

재난발생

안전진단 및
대책마련

보수보강

예·경보발령

위험요소분석
(우선순위 선정)

대응
(대응요소별 대책)

시설물 안전성 확보
비구조적 선진화도입 필요
그림 2. 시설물 통합 위험관리개념도
4) 정익재(2007), 한국인의 위험인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안전학회지, 제22권 제6호, 2007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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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통합적 위험관리 선진화방안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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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은“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

다.4) 1999년 영국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한 Turnbull 보

하여 식별한 위험유형을 대상으로‘발생가능성 등급’
과

고서에서“위험관리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경

‘피해규모등급’
을 산정하고 곱하여 산출한다. 그 산출

Research & Analysis

감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제시하였다.

식은“위험(R) = 발생가능성 등급(P) x 피해크기등급(C)”

시설물관리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체계와 직접 연결되는

이다.

구조적 위험분석은 물론 비구조적 위험분석방법5) 을 함께

국내 국가기반체계에서의 피해는 인적피해, 경제적 피

추진되어야 한다. 시설물위험관리 혹은 안전관리도 공학

해, 사회적 피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인적, 물

적인 접근에 따른 위험등급을 해당기관 최고책임자의 의

적, 정보, 명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미국과는 다소

사결정과 항상 연결되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차이가 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6) 에서도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6) 을 법적

로 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별한 위험

근거로 하여 국토안보부가 국가기반구조와 주요자원

요인별 ⑴ 위험성과 ⑵ 영향력을 분석하여 최종 위험도

(Critical Infrastructure / Key Resource : CI / KR) 보호를

를 판정한다. 위험성은 위험성 산출방법의‘발생가능성

위한 포괄적 국가계획을 개발하고‘주 및 지역정부기관

등급판단기준표’
와‘피해규모등급 판단기준표’
를 참조

과 당국, 민간부문 및 기타기관과 협력해 미국의 CI/KR

자료수집

조사 그리고
증거수집

연구분석

•	조직의 경영목료 •	인터뷰
를 습득
•	인터넷조사
•	조직의 보안프로 •	전화조사
그램을 이해
•	기록조사
•	자산의 분류
•	설문조사
•	현재 실행중인
•	자산분류
보안대책
•	보안사건에 관계
된 역사적 자료
•	중요도 및 피해
결과 평가
•	참고문헌구성
•	보호대책연구

비판적 사고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보호대책 선정

•목정에 초점을 유지 -왜 이 •자료분류
검사를 실시하는가? 다투고 •자료입력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자료세분화
•분석에서 답을 위한 주요질
•위험분석결과
문을 확인
계산
•다른 관점에서의 영향을 관
찰하고 이해

•	정량적 자료를
정성적 자료로
변환

•	보호대책 선정

•분석의 근거와 그 영향을 검토
•근거로부터 추론도출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어떤 이론, 정의, 원리, 법
률, 원칙, 모델들이 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
•근거의 신뢰성은 어떠한가?
•개인적인 편견이 추론의 신
뢰성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
인가?
•가정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위험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위험의 피해결과에 대한 영
향 도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발행
하였는가?

그림 3. 미국 국토안보부의 위험분석프로세스
5) 국민안전분과위원회(2015.11),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민안전 분야보고서 -, 기획재정부
6)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2015),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 국민안전처

•	비용
- 이익분석

위험분석
보고서작성

•	조직의 경영목
료를 습득
•	조직의 보안프
로그램을 이해
•	자산의 분류
•	현재 실행중인
보안대책

다시 말하자면 위험분석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지

하고 있으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식과 가정의 차이에 있다. 위험분석을 편의에 의하거

국가기반시설 및 구조물의 위험분석의 목적은 해당

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빠르고 즉흥적인 위험추정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협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효

을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분석(Risk

과적으로 억제 (Deter), 감지 (Detect), 평가 (Assess),

analysis)이 아니라 위험추정 (Risk estimate)임을 명확히

지연 (Delay), 대응 (Respond)할 수 있는 보호대책

인지하여야 한다.

(Countermeasures)을 개발 또는 개선하기에 충분한 위

국가기반시설 및 구조물의 위험분석에서 비용효율적인

험, 취약성, 중요도(Criticality), 피해결과를 이해하는 정

관점의 매트릭스를 활용한다. 가장 최고의 위험분석방

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법론은 보호대책의 최선책이 무엇인지 평가할 때 효과성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적인 관점에서도 측정할 수 있

DHS)의 요구에 부합하는 위험분석7) 의 두 가지 접근방

는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방법론이다. 미국의 주요기반

법에는 1)정성적 분석과 2)정량적 분석이 있다. 정성적

시설 및 자원(Critical Infrastructure and Key Resources,

분석이 인터뷰, 기사,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정성적 분석

CIKR) 부문에서 이러한 비용효율적인 관점에서 매트릭스

은 직관에 의한 분석)을 뜻한다면, 정량적 분석은 데이터

를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나 평가로부터 도출된 숫자를 해석하는 것 (수치에 의한
분석방법)이다.

국가기반체계 위험분석은 조직이 실시하기 적당한 비용

 급망위험관리(Supply Chain Risk
3.1 공

Management)
국가기반체계 위험은 물론 기업 위기 및 위험관리의 관

을 결과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즉 위험분석은 적당한 비

점에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위험의 관점이 바로

용과 결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수행

‘공급망 위험관리’
라 하겠다. 공급망 위험관리에서 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분석은 조직의 가치를 증대시
키는 목적으로 가져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위험분석 공식에 총체적인 가정도 넣

험을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위험 = f (ErIrOrPrDMr) 8)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험분석(Risk analysis)

위 함수에서 위험은 특별한 변수들로부터 생성되며, Er

과 위험추정(Risk estimate)은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위

은 환경적 변수, Ir은 산업변수, Or은 조직적 전략변수,

험평가 방법론은 목록화된 자산의 취약성 수준을 요구

Pr은 문제특유의 변수, DMr은 의사결정관련 변수를 의

하나 그 취약점이 의미하는 것들을 확인하거나 취약점

미한다. 위의 공식은 선정된 변수들이 위험에 영향을 줄

의 변수들을 평가하여 객관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

7) Thomas L. Norman(2010), Risk Analysis and Security Countermeasure Selection, CRC Press
8)	Ritchie B, Brindley C(2007),“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Performance-A Guiding Framework For Futur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27(3), 3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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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고 실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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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을 권고할 책임을 명시

내며, 공급사슬위험관리의 뼈대를 제공해준다.

이점이 있다. 불확실성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

Christopher and Peck(2004)은 공급사슬위험의 근원9)

을 나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실

을 기업내부는 프로세스 및 통제위험, 기업외부는 수요

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와 공급위험, 네트워크 외부의 환경적 위험으로 분류하

에 위험(Risk)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나열할

고 있다.

수 있고, 그 사건마다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Donald Waters는 그의 저서 공급망 위험관리10)에서

위험관리는 조직전체를 통하여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식

위험관리는 관리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

별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국제

여 의사결정분석의 고전적 아이디어들로부터 진화되어

표준화기구에서 위험, 안보 및 리질리언스를 다루는 기

왔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최상의 의사결정을 가져온

술위원회는 ISO / TC 292 Security and resilience이다.

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관리자들은 그들의 결정을 위하

공급망안보관리 국제표준규격 (ISO 28000) 시리즈가 다

Research & Analysis

여 이성적인 분석기법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분

루어지고 있다.

석적 방법이 최상의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제 위험관리는 구조적이고 비구조적인 접근은 물론

관리자들은 아주 복잡한 환경에서 의사들을 결정한다.

공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접

예를 들어 신속하게 변화하는 조건들, 불확실한 목적들,

근, 공급망 위험관리의 관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적은 정보, 빈틈없는 납품기일, 많은 장애들, 다양한 이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는 조직이

해관계자들, 다른 조직들과의 어려운 관계들, 정치적인

수용가능한 적당한 비용과 그 대책에 소모되는 예산이

연구분석

고려사항, 고유한 불확실성, 다양한 의견들, 제한된 자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원들, 그 밖의 많은 다른 요인들 속에도 신속한 의사결
정이 요구된다.

 험관리와 보험
3.3 위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이다. 원하지 않는

재정적으로 위험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

사건이 발생할 위험은 언제나 있다. 심지어 최상의 의사

고 다루는 곳이 바로 보험산업이다. 위험을 돈이라는 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빈약한 결과들을 이끌 수 있

치로 환산하고 즉 미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고, 관리자들이 운이 좋다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도 훌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와 같은 외부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륭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

3.2 불확실성과 위험의 차이

험이든 암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이

좋은 의사결정과 좋은 결과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바로

모든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돈으로 환산하고 이

불확실성이다. 사람들은 종종 불확실성과 위험을 같은

를 보험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중요한 차

지고 있다.

9) Christopher M, Peck H(2004),“Building The Resilent Supply Chain,”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15(2), 1-13.
10) Donald Waters(2007),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Logistics, KOGAN PAGE

4.	재난관리와 빅데이터 활용기술

관리 의사결정 지원정보가 도출되는 것이다.
국가재난위기관리의 폐쇄적 관리체계에서 재난위험 정

국가재난관리에 빅데이터기술은 매우 유용하게 사

보공유가 가능한 스마트협업 재난위험분석 모니터링 플

용되고 있다. 크게 정보수집단계, 빅데이터 분석 및 시

랫폼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

뮬레이션단계, 의사결정 지원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활용해

정보수집단계는 위성자료, 기상정보, CCTV 동영상 정

서 합리적인 재난대응정보를 도출하게 되고, 이를 활용

보, 안전센서 등 다양한 재난안전데이터들을 수집하여

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지리공간정보(GIS)와 결합하면서 빅데이터의 시간적 분

도움이 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스마트 빅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감염병도 사회적 재난

드’
라는 재난상황판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정보

에 해당된다.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땅에 파묻은

들을 빅데이터기법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구제역사태 이후 동물감염병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으로

예를 들어 강수량이 100mm가 넘으면 침수가 되는 침수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2014년도에는 농림축산검역본

위험지역이 있을 때 해당지역에 강수량이 120mm가 넘

부와 KT가 공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측하는

으면서 30분이 경과하면 침수가 되는 예상지역을 미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신속하게 해당지역의 경고방송

그 방식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데이터와

을 통하여 주민을 대피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들

KT 스마트폰 통화로그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조류인

이 합쳐져서 종합되고 분석될 때 비로소 가치있는 재난

플루엔자(AI)의 확산경로를 예측한 것이다. 그동안 조류

빅데이터분석
& 시뮬레이션

정보수집

(모니터링 & 센싱)

재난데이터
웨어하우스

통합재난정보분석시스템

빅데이터분석

CCTV

의사결정지원
재난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재난예경보지원

(재난발생예측모델)

현장대응지원

위성/기상자료

시뮬레이션

중앙행정기관

(재난확산경로 등)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등)

복구의사결정지원

지방자치단체

재난예방계획지원

(공기업, 민간기업)

(피해확산예측모델)

SNS, 휴먼센서

국민안전처

핵심시설기관

IoT센서, 안전센서

GIS 및
특성화정보

(재난위험평가모델)

그림 4. 국가재난관리에 빅데이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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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인플루엔자 확산예측시스템 사례
4.1 조

Risk & Insurance

석기법이 적용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큰

인플루엔자는 이동형 철새가 전염시키는 것으로 사람들

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땅속의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에게 알려져 왔었다.

파악하여 차량을 우회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하지만 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조류인플

를 구축하는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루엔자 피해지역과 발생시기에 현장에서 스마트폰 통화

사례라 할 수 있다.

기록 로그를 조사한 결과 발생지역에 똑같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GPS 위치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료트럭 운전기사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해 낼 수 있었다.

5. 결론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하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동안 빅
데이터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빅데이터 기술과 절차, 기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미리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법 등에 대하여 많이 다루어 왔다. 여기서는 재난 및 위

수 있게 되었다.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은 재난관리

험관리의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

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로 소개하였다. 사회위험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관리하

나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 운전기사의

4.2 국도비탈면붕괴사고 예측시스템 사례

되면 될수록 발전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연구분석

지금까지 재난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및 안전

Research & Analysis

전혀 상관이 없는 스마트폰 통화기록인 로그데이터를

국도비탈면붕괴사고를 예측하는 시스템 사례도 소개한

우리나라에서 매일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재난

다. 흔히 산사태라고 하는 것을 급경사지붕괴로 볼 수

및 위험관리 관점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험현상을

있다. 국도를 건설하면서 야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면 생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라 바로 빅데이터를 활

기는 것은 바로 비탈면 혹은 급경사지라 할 수 있다. 문

용한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시스

제는 급경사를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사

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몹시 중요한 것이 이

비가 필요하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급경사로

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

공사를 마치게 된다. 이때 급경사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

들이다. 향후 가장 핫한 직업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라고

생하면 국도나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다.

되는 것이다.

재난 및 위험관리에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비탈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다. 그것은 바로

에 지반을 감시하는 다양한 센서시스템을 설치하고 실

빅데이터의 확보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정보와

시간으로 센서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위험도를 측

지식을 창출할 것인가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대한지적공사의 GIS

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약 빅데이터기술을 도입한

위치정보시스템과 결합하면서 국도비탈면의 붕괴사고

다고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서 빅데이터시스템을 운용

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다. 국도 및 비탈면을 안전점검하는 담당직원이 육안으

에 확보가능한 빅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활용

여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은 선진사회가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면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

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이

는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고 합리적인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예측은 보험산업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및 위험관리는 무엇보다도 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불확실한

험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뮌헨리 재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빅데이

보험사도 전 세계의 재난위험을 분석하고 다양한 빅데

터기술을 활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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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요약

출처(URL 등)

DATA.GOV

미국화재사고보고시스템은 미국 50개주 및 수도로부
터 모든 화재와 관련된 사고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함

http://www.data.gov/safety/
http://www.911.gov/pdf/
current911datacollection072613.pdf

재난
안전

빅데이터시대의 안전모
니터링(항공교통)

빅데이터는 기회이며 도전임. 기회는 큰 그림을 설명
함으로써 자동화된 안전모니터링으로 가치있는 통찰
을 제공함. 그러나 적절한 의미를 도출하는 프로세스
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https://www.eurocontrol.int/
sites/default/files/field_tabs/
content/documents/nm/safety/
safety-asmt-ino-2011.pdf

재난
안전

빅데이터분석을 사용한
교통시스템에서의 안전
등급 결정

플로리다주 교통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매
체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안전등급을 활용함

http://worldcomp-proceedings.
com/proc/p2014/ICM7245.pdf

재난
안전

헬리콥터안전과 빅데
이터

재난
안전

공고안전과 빅데이터

사회네트워크분석, 범죄예방모델링, 사이버보안 등 빅
데이터 활용방안

http://emcien.com/res_guides/
Big-Data-for-Public-Safety.pdf

재난
안전

국가안보와 빅데이터

XDATA-분석에서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빅데이
터를 활용하는 기술

http://web.stanford.edu/group/
mmds/slides2012/s-fahey.pdf

재난
안전

현재 안전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질환과 부상
을 줄이기는 보다는 보기 좋음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달
성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안전을 대하는 것임
빅데이터는 데이터는 풍부하나 정보는 빈곤함.

http://heliexpo.rotor.org/wpcontent/uploads/2015/rsc/
Big%20Dat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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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HS Chemical Facility Anti-Terrorism Standards (CFATS).

Proposal

해양사고 원인규명 통합분석 시스템
이상갑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안전기술 대표

1. 서론

비의 기록만으로는 원인규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
흡할 경우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과 관련 당사자 간의 시

전 세계적으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

비가 빈번할 수 있어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비되고 있

없이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다. 해양사고의 특성 상 해상에서의 사고현장 유지가 어

손실, 해양오염이라는 큰 재앙까지 초래하고 있다. 얼마

렵고 목격자가 부재일 경우가 많고 해양사고의 손상 메

전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진상 규

카니즘과 침수 및 침몰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염원을 모았다.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양안

최근 대용량의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LS-DYNA

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유형별 재결서에 의하면 충돌사고

코드(미국 LSTC)와 같은 고도 비선형 동적 상용해석 프

가 절반에 가깝고, 화재 폭발, 침몰, 좌초, 기관고장, 사

로그램이 크게 발전됨에 따라 그림 2.에서와 같이 실험

망 부상, 전복, 접촉 등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이나 시험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도 대변형과 파단이 발생하는 등 고도의 비선형을 고려
하여야 하고 특히 선체 재질의 손상 또는 파단되는 속도
의 영향을 고려하는 등 파단조건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고 손상자료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고도 정밀 Modeling & Simulation (M&S) 시스템을

그림 1. 해양사고 유형별 분포

(2000년~2015년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고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비행기

국내에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국민안전처와 더불어 주

등의 사고와는 달리 공기 밀도보다 약 1,000배가 큰 유

로 운항경험 및 운항자료에 의존하여 해양사고 원인을

체(해수)에서 발생하므로 이러한 유체에서의 사고 손상

규명하고 분석하고 있으나, 소형선박의 경우 항해장비

거동을 합리적으로 구현하여야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추

부재로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항해장비가 있어도 항해장

정할 수 있다.

그림 2. 자동차 가드레일 및 선측 충돌실험과 시뮬레이션

그림 3. 선박충돌 및 좌초사고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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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실선 선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해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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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와 같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사고 시 선체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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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사고 시의 선박 거동 특성

물 등과 충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의 중량을

해양사고는 육상과 공중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평면일 경우에는 중력을 무시하여 평면상에서 주행하도

와 비행기 등의 충돌사고와는 달리 공기의 밀도보다

록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선박은 운항 중일 경우 자동

약 1,000배의 유체에서 발생하므로 해수에서 부양

차와는 달리 제동장치에 의해 감속과 급정거가 가능하

(floating)되고, 6자유도의 운동 (motion)도 하고, 선내에

지 않고 지면에서와는 달리 해수에 잠겨서 항주하거나

해수도 침수(flooding)되고, 운항 중일 때 파도(wave)도

외방경사와 함께 큰 반경으로 선회한다.

생성하고, 두 물체가 근접할 경우에는 압력이 크게 발생

고도 정밀 M&S 시스템으로 실선 충돌, 접촉 및 좌초 시

하고, 두 물체가 스쳐 지나거나 안벽과 해저에 근접하게

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육상에서의 지면과는 달리 해수

운항할 경우에는 압력이 저하되는 등 해수에서의 연성

에서 부양되므로 해수와 선체를 연성 (coupling) 시켜야

효과(interface effect)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현하여야 해

가능하다. 해수와의 연성으로 부양시키지 못할 경우 일

양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규명 및 분석할

반적으로 중력을 무시하여 선박을 진공 상태에서 거동하

수 있다. 또한 황천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일 경우에는

도록 하거나 평면상에서 거동하도록 구속하여 일반적으

강한 조류, 강풍 및 해일성 파도 등을 불규칙 스펙트럼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선속은 일반적으

을 사용하여 정확히 구현하여야 해양사고의 원인을 정

로 육상에서의 자동차 충돌사고의 경우와 같이 초기속력

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수 중에서 초기속력을 적용할 경

육상에서의 자동차 등의 주행 시에는 제동장치에 의한

우 공기 밀도의 약 1,000배인 해수에서는 해수의 저항으

감속과 급정거가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 선회 시에는 지

로 바로 정지하게 되어 추진력(propulsion force)으로 실

면에서 발생하므로 어느 정도 견고한 경계(boundary)에

제와 같이 선속을 일정한 시간동안 가하여야 할 것이다.

서 발생하므로 고도 정밀 M&S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물

선박의 충돌사고 원인규명과 좌초에 대한 구조 안전성

(실선)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가 지

평가를 해수를 고려한 경우와 공기 중에서 거동하는 경

면 위에서 초기 주행속력을 주어 차량이나 주변 지형지

우에 대하여 고도 정밀 M&S 시스템으로 실선 시뮬레

고려하는 경우 지면상에서 주행하도록 하거나 지면이

그림 4. 어선의 충돌·침몰사고 시나리오 및 손상 사진

(b) 구상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거동

(a) 수직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거동

(c) 수직 및 구상선수부 화물선과의 전복 및 침몰 거동

그림 5.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선 충돌·침몰 시뮬레이션의 어선 거동

상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배수량

돌 손상응답(응력 및 소성 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0톤의 어선이 약 4,000톤 정도의 화물선들을 가로

5. (a) 및 (b)는 각각 수직 및 구상선수부 화물선에 초기

지르다 조타실 후미와 선측에 충돌되고 강물 바닥으로

충돌하는 거동을, 그림 5. (c)는 두 선수부 화물선에 전

침몰되어 선원들이 다수 희생된 사례이다. 수직선수부

복되어 침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a) 및

(vertical bow) 화물선과 구형선수부(bulbous bow) 화물

(b)에서 알 수 있듯이 어선의 충돌 손상에 의하면 구상선

선들 중 어느 화물선에 의해 충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수부와 수직선수부 화물선에 의해 각각 충돌되어도 서

경우, 해수에 부양된 경우와 무중력 상태의 공기 중에서

로 비슷하고, 그림 4.의 실제 어선의 손상자료와도 대체

충돌되는 경우의 피충돌 어선의 충돌 거동과 손상의 차

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선이 화물

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에 비하여 매우 작아서 수직선수부와 구상선수부 상

그림 5.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의 고도 정밀 M&S

부의 경사진 선수 플래어(flare)에 충돌되었지만 해수에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선의 수직선수부 및 구형선수부

부양되어 있어서 수면하의 수직 및 구상선수부와는 접

화물선과의 실선 충돌·침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촉 또는 충돌되지 않았고 어선의 선측 상갑판에 이어 하

(a) 수직 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b) 구상 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그림 6.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선 충돌·침몰 시뮬레이션의 어선 손상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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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6.은 각 경우에 대한 어선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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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이용하여 기법에 따른 선박의 손

(a) 수직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b) 구상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그림 7. 무중력 상태의 공기 중에서의 실선 충돌·침몰 시뮬레이션의 어선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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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충돌되면서 화물선 선수부와 비껴나면서 전복되었

문에 선측에 발생하는 손상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조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 후미의 손상보다는 약간 선미쪽으로 뒤처져 발생하

해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7.에서와 같이 직

지만 공기 중에서는 충돌되는 순간에 초기 속력이 크게

진하는 화물선과 선측으로 충돌되어 밀려나는 어선에는

감소되어 바로 아래로 튕겨나면서 선측 하부만이 수직

선체와 함께 이동하는 주위 해수의 부가질량을 고려하

선수부에 다시 부딪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상선수부

여 시뮬레이션을 한다. 직진하는 경우에는 약 10%, 선

화물선에 충돌되는 경우 그림 7.(b)에서와 같이 어선이

측으로 밀려나는 경우에는 약 80% 정도의 해수 부가질

수직선수부 화물선의 경우와 같이 경사진 선수 플래어

량을 고려한다. 수직선수부 화물선에 충돌되는 경우는

에 충돌된 후 해수에서 부양되지 못하므로 튕겨 나오면

그림 7.(a)에서와 같이 경사진 선수 플래어 부위에 충돌

서 선저 부위가 구상선수부 상부에 부딪쳐서 위로 튕겨

되고 튕겨 나오면서 해수에 부양되지 못하므로 선측 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림 8.(b)에서와 같이 상부

부가 수직선수부에 부딪치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계속

조타실 후미에서만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뒤틀리면서 선수부를 비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림

그림 9.는 선박의 좌초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하

8.(a)에서와 같이 어선의 조타실 상부 후미와 바로 아래

여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고도 정밀 M&S

의 선측 하부에 충돌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스템으로 실선 좌초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해수 중에서의 실선 시뮬레이션에서는 어선이 선수 플

주고 있다. 암초가 선체의 종단면 상에 있는 경우와 선측

래어에 충돌된 후에도 감속된 추진속력이 남아있기 때

으로 3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한 선체의 좌초 거

(a) 수직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b) 구상선수부 화물선과의 충돌

그림 8. 무중력 상태의 공기 중에서의 실선 충돌·침몰 시뮬레이션의 어선 손상응답

(a) 선체 종단면 상에 암초 위치

(b) 선체 종단면에서 선측으로 3m 떨어진 암초 위치

그림 9. 해수에서의 실선 좌초 시뮬레이션 선박 거동 및 선저 파단 손상

되어 있고 암초 위치에 따라 부딪치면서 약간 떠오르고

이상에서 선체가 해수에서 부양된 실선 충돌 및 좌초 시

암초를 중심으로 선회도 하는 등 선체의 좌초 거동과 선

뮬레이션과 공기 중에서의 시뮬레이션의 선박의 거동과

저에서의 파단 형상은 실제 좌초사고 때와 같이 정확히

손상은 현격히 차이가 있고, 공기 중에서의 시뮬레이션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해수를 고려

을 통하여 매우 비현실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

하지 않을 경우 그림 10.(a)와 같이 공기 중에서 무중력

확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해수를 고려할 수

상태로 선체가 초기 속력으로 암초에 부딪치거나 그림

있도록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고도 정밀

10.(b)에서와 같이 평면상에서 암초에 초기 속력으로 부

M&S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딪치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수에서

것이 중요하다. 충돌, 접촉, 좌초 등의 해양사고 시 선박

선체와 함께 이동하는 주위의 해수 부가질량을 고려하였

간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의 상대적인 선박 크기, 충돌 속

다. 해수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선체의 좌초 거동이 실제

력, 충돌 부위 및 충돌 각도 등에 따라 해양사고의 결과

와는 달리 비현실적이고 특히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도

는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분석할 필요

(a) 무중력 공기에서의 선체 종단면 상 및 선측으로 3m 떨어진 암초 위치

(b) 평면상에서의 선체 종단면 상 및 선측으로 3m 떨어진 암초 위치

그림 10. 공기 중에서의 실선 좌초 시뮬레이션 거동 및 선저 파단 손상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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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는 달리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isk & Insurance

동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은 해수에서 자중에 의해 부양

Proposal

가 있다. 충돌 및 좌초 등의 해양사고에 의해, 또는 복원

재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고도 정밀 M&S

성이 나쁜 경우 또는 거친 해상상태에서 큰 파도에 의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안전기술이 유일하게 실용

일시에 전복되거나 침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

화하여 구현하고 있다.

만, 선체에 발생한 파단이나 파공 또는 외부 유입구를 통

기존의 충돌, 접촉, 좌초 등의 해양사고 원인규명과 구

하여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고 선내 침수로를 따라 침수

조 안전성 평가에 한정적이던 적용 영역을 거친 해상상

가 진행되어 침수된 해수량과 분포에 따라 전복되어 침

태에서의 해수 유입구를 통한 침수 시뮬레이션을 성공

몰되거나 침하에 따라 침몰사고로까지 진전된다.

시키면서 충돌, 좌초사고와 거친 해상에서의 큰 파도에

이와 같이 해양사고는 육상이나 공중에서 발생하는 사

의해 전복될 경우의 선내 침수 뿐 만 아니라 거친 해상상

고와는 달리 밀도가 매우 큰 해수에서 발생하므로 해수

태에서의 파공 손상부를 비롯한 외부 해수 유입구를 통

에서 거동하여야 하고 거친 해상상태에 따른 조류, 바람

한 침수에 따른 전복·침수·침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

및 파도 등을 실제와 같이 불규칙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게 되었고, 최근 세월호의 급변침에 따른 화물의 과적과

구현하고, 선내로 침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실제 해상

불량고박까지 고려한 전복·침수·침몰까지의 전 과정

에서의 해양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특징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선회를 포함한 선박의 사고

이 있고, 공기 중에서와는 달리 운항 중인 선박일 경우

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구현하게 되어 기관고장을 제외

에는 추진력을 작용시켜 선속을 구현하여야 가능하다.

한 전 영역의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제언

이 통합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3.	해양사고 원인규명 통합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하중상태에
따른 선박의 부양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먼저 경하상태의 선박 중량과 분포, 각종 탱크의 용

자동차 내충돌 해석 코드로 잘 알려진 LS-DYNA가

적과 발라스트, 청수 및 연료유 등의 잔존량과 분포, 화

상용화되어 국내에 처음 도입된 1993년도에 첫 번째 국

물 중량과 분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양시켜야 한다.

내 사용자로서 선박의 충돌 및 좌초 등의 손상자료를 면

선형을 비롯한 각종 도면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같은 실

밀히 분석하고, 재료의 파단기준을 수치 시뮬레이션에

선 모델링을 구축하여야 하며 선내에도 모든 구획을 정

합리적으로 적용하면서 고도 정밀 M&S 시스템을 개발

확히 파악하여 해수의 선내 침수경로를 정확히 구현하

하였다. 한국 해군의 충무함, 세종대왕함(이지스함), 독

여야 한다. 경하상태에서부터 각 하중상태와 사고 당시

도함 등의 생존성 분야의 수중폭발 내충격 응답 수치 시

의 상태에 따른 배수량, 중심, 부심, 부면심, 선수미 흘

뮬레이션을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공기 중 폭발, 슬로

수를 비롯한 유체정역학적 특성치를 점검하면서 해수와

싱, 슬래밍, 수면낙하 등의 유체-구조 연성 분야의 영

전선 모델링을 구축하여 해수에 부양시켜야 정확한 해

역까지 확장하면서 이 시스템을 충돌 및 좌초 등의 해양

양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실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사고 원인규명을 해수 중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정확하

이 통합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동안 수행한 해양사

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키게 되었다. 현

고 원인규명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선체

(a) 충돌 화물선

(c) 충돌 시나리오

(b) 피충돌 원양어선

(d) 중앙해심 재결서

(e) 유체-구조 연성 해석

그림 11. 해수에서의 두 선박의 실선 충돌 시뮬레이션 거동 및 파단 손상응답

3.2 소형어선의 충돌사고

손상자료는 원인규명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매

대형 선박들이 항해하는 지역에서 밤중에 닺자망 어구

우 철저히 파악하여 실선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의 닻줄에 선수갑판의 계선주에 배잡이 줄을 걸고 조업

에 사용하여야하고 선박을 비롯한 주위 지형지물의 재

중이던 소형어선이 대형 LPG 운반선에 의해 두 동강이

료 물성치도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의 충격변형 또는 파

나 침몰된 충돌사고로서 어선이 정상적으로 바로 떠 있

단속도 효과에 따른 파단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전선

었는지 다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전복되어 떠 있는 상

모델링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태에서 충돌되어 침몰되었는지를 규명한 사례로서 그림
12.(a) 및 (b)는 두 선박의 손상자료이고, 그림 12.(c)는

3.1 원양어선의 충돌사고

어선이 해수 중에 정상적 또는 전복되어 부양된 어선의

태풍 피항 시 화물선의 선수부가 원양어선의 선측에 충

전선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d) 및 (e)는 충

돌하여 원양어선의 선측에 파공이 발생하고 침몰한 사

돌사고로 인하여 어느 경우가 실제 침몰어선의 파단 형

고로서 손상자료는 그림 11.(a) 및 (b)와 같고, 손상자료

상과 동일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선 충돌 시뮬레이션

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림 11.(c)와 같은 충돌 시나리오

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부양된

에 따라 통합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선 충돌 시뮬레

어선이 충돌된 경우가 실제 손상결과들과 일치하였으며

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1.(e) 및 (f)와 같으며, 실제

해수 중에 부양되어 있어야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

두 선박의 손상결과와 매우 근접하였고, 그림 11.(d)의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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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격에 의해 파단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시의

Risk & Insurance

(f) 충돌 및 피충돌선 손상응답

(a) 소형어선 손상

(b) LPG 운반선 손상

(d) 정상적으로 바로 부양된 경우

(c) 어선 모델링

(e) 전복되어 부양된 경우

그림 12. 해수에서의 대형선에 의한 소형어선의 실선 충돌 시뮬레이션 거동 및 파단 손상응답

Proposal

3.3 특수선의 침수·침몰사고

게 침수경로와 침수시간 등을 추정하였으며 황천 시의

진수 후 안벽에 계류 중 새벽에 그림 13.(a)에서와 같

선내 침수를 구현한 첫 연구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고

이 폭탄성 저기압 하에서 강한 돌풍과 해일성 파도로

할 수 있다.

인하여 선박의 주갑판과 상부구조의 일부까지 모두 잠

제언

기는 침수·침몰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3.4 원양어선의 침수·침몰사고

사례로서 그림 13.(b) 및 (c)에서와 같이 해수에 부양

러시아 베링호의 거친 해상상태에서 무리한 조업으로

시키고 해일성 파도에 의해 개구부를 통하여 해수가 유

강풍과 해일성 파도에 의해 침수·침몰된 그림 14.(a)의

입되고 침수가 점점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격심한 운

원양어선의 침몰과정 및 원인을 분석한 사례로서 그림

동으로 계류색이 파단 되는 등 매우 실제적이고 정확하

14.(b)에서와 같이 사고 당시의 전세계 기상 및 해상 시

(a) 특수선 침수·침몰사고 사진

(b)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고려한 실선 침수 모델링

(c)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선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거동

그림 13. 해수에서의 해일성 파도로 인한 특수선의 실선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거동

(a) 원양어선 모델링

(b) 기상 및 해상 시뮬레이션

(c) 불규칙 스펙트럼

(d) 사고 시 재화중량 및 부양

(e)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선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거동

뮬레이션을 통하여 사고지역에서의 강풍 및 해일성 파

전복이 동반된 침몰사고이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사

랑 등의 객관적 해상상태를 추정하여 그림 14.(c)의 불

고 당시의 원양어선의 재화중량과 분포를 정확히 추정

규칙 스펙트럼을 이용한 강풍 및 해일성 파도를 구현하

하고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과 부양 시뮬레이션

였다. 이러한 거친 해상상태에서의 해수 유입구를 통한

을 통하여 그림 14.(d)에서와 같이 선수미 흘수를 추정

해수의 외부 침수 및 선내 해수 침수·전파 시뮬레이션

하였다.

성 불량에 따른 전복사고와는 달리 선내의 무게 중심보

3.5 세월호의 전복·침수·침몰사고

다 낮은 격실 등으로의 침수로 인한 선미 침하와 조타기

현재 수행중인 그림 15.(a)의 세월호 급변침에 따른 화

고장으로 인한 표류 상태에서의 거친 해상상태에 따른

물의 과적과 불량고박까지를 고려한 전복·침수·침몰

(a) 세월호 전복사고 전경 및 전선 모델링

(b) 공시운전 선회 시험 시뮬레이션

(c) 급선회 시뮬레이션

그림 15. 세월호의 해상 공시운전 선회 시험 및 급선회의 실선 선회 시뮬레이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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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 14.(e)에서와 같이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복원

Risk & Insurance

그림 14. 거친 해상에서의 원양어선의 실선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거동

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 사례로서 본 통합분석 시스

관실 침수 원인 중의 하나인 파공을 통하여 약 1.8m의

템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15.(b)에서와 같이 세월호 건

유의파고를 갖는 파도에 의해 침수·침몰된 경우에 대

조 후 해상 공시운전 선회 시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한 실선 침수·침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한

공시운전 성적서와 비교 검토하였다.

다. 그림 16.(b)와 같이 예인선의 전선 및 내부 침수 경

선미부 증축에 따른 중심이 상승한 세월호의 경하상태

로를 정확히 모델링하여야 하고, 그림 16.(c)에서와 같

중량, 면밀한 CCTV 영상 점검과 화주로부터의 화물내

이 경하상태의 예인선 및 각 탱크의 용적과 분포는 복원

역 재확인을 통한 화물중량 및 분포를 비롯한 각 탱크내

성 계산서를, 사고 시의 탱크 내의 발라스트, 청수 및 연

의 발라스트, 청수 및 연료유 등의 중량분포를 고려한

료유 등은 본사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하

정밀한 GoM의 추정과 가중치를 고려한 GoM, 기존 합

여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과 부양 시뮬레이션을

동수사부의 GoM 등에 따른 화물고박을 고려한 급선회

통하여 사고 시의 중량분포 및 선수미 흘수 등을 추정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림 15.(c)에서와 같이 사고 시

였다. 그림 16.(d) 및 (e)에서와 같이 실선 침수·침몰 시

의 AIS 항적과 비교 검증하였으며 사고 시의 과적화물과

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침몰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합리적

고박상태를 매우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통합분석

으로 추정하였다.

Proposal

시스템으로 세월호의 급선회에 따른 전복사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구현하게 되어 해양사고 원인규

3.7	자주승강식 바지선의 화물운반 바지선과의
충돌사고

명 영역을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제언

그림 17.(a)에서와 같이 예인 중인 화물운반 바지선이

3.6 예인선의 선미 파공을 통한 기관실 침수·침몰사고

자주승강식 바지선 (Self Elevated Pontoon(SEP) type

예인 중인 부선들에 의해 선미 좌현 조타실에 파공이 발

barge)에 접안하던 중 그림 17.(b)에서와 같이 1차로 잭

생하여 표류중인 그림 16.(a)의 예인선이 명확한 원인

업 파일(jack-up pile)에 크게 충돌하였고, 2차로 바지

없이 기관실에서의 침수로 인하여 침몰한 사례로서 기

선의 우현 선미 부분이 SEP 바지선의 1번 레그 (leg)에

(a) 예인선 전경 및 침몰 사진

(c) 사고 시 재화중량 및 부양

(b) 예인선 전선 및 내부 해수 침수 경로 모델링

(d) 해수 외부 및 내부 침수

(e) 예인선 침몰 거동

그림 16. 해상에서의 예인선 파공을 통한 실선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거동

(a) SEP 바지선, 잭업파일 및 운반 바지선 사진

(d)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뮬레이션 거동 및 응답

(b) 충돌 시나리오

(c) 두 바지선의 전선 모델링

(e) 두 레그의 손상 사진 및 시뮬레이션 손상

그림 17. 해상에서의 두 바지선의 충돌사고의 실선 충돌 시뮬레이션 거동

이 발생한 충돌사고의 사례로서 사고 당시의 해상상태,

정확히 구현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 수행하였

해저상태 및 두 바지선의 하중상태 등을 분석하고 해수

던 연구용역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에 부양시켜서 충돌사고 시의 상황을 그림 17.(c) 및

거친 해상상태에서의 환경을 실제와 같이 적용하고 선내

(d)에서와 같이 실선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림

에 해수를 침수를 시키면서 전복과 침몰, 그리고 급선회

17.(e)에서와 같이 충돌손상을 정확히 추정하였다.

등의 전복사고 등까지 모든 영역의 해양사고까지 통합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한 해양
사고들의 원인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4. 고찰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구조적 손상 메커니즘을 정

서는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시켜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센터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확히 밝혀내 정확하고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분석의 고도

해양사고 원인규명 통합분석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정확

화가 가능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통합분석 시스템은 해양

한 해양사고 원인규명으로 심판의 획기적인 신뢰구축과

안전기술만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체-구조 연성

심판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

해석기법을 적용한 고도 정밀 M&S 시스템을 실용화하

제적인 해양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명쾌한 사고원인

여 기관고장을 제외한 전 영역의 해양사고의 원인을 정

분석을 통해 국제적 및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확히 규명하고 고도화 시키고 있다. 해수 중에서 발생하

것이다. 또한 해양사고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심판 지연

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해수를 고려하지 않는 고도

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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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M&S 시스템은 실제적인 해양사고 거동과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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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충돌하여 SEP 바지선의 1번 및 3번 레그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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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D타워 신축공사
유경재

차장
대림산업(주)
건축기획팀

1. 머리말

2. 공사개요

서울 광화문 도심지를 빛낼 광화문D타워는 우리 건
축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수준높은 건축물이며, 종
로 청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출발한

2.1 사업개요
구분

내용

공사명

청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광화문D타워)

위치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49번지 일원

광화문D타워는 지난 2012년 4월 착공하여 2014년 10

대지면적 7,022.50㎡

월 20일에 준공한 오피스건물이다.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건축개요를 살펴보면 연면적 105,461.61m²에 지하
8층에서 지상24층 규모의 D타워는 업무시설과 판매시
설을 두루 갖춘 도심지의 복합인텔리전트빌딩으로 도
심 한복판에 지어지는 건물특성상 흙막이공법 (Slurry

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D타워가 들어선 장소성은
과거 조선시대 시전행랑과 피맛길이 위치하던 곳으로 피
맛길 토층전사와 건물지와 우물지 등이 두루 발굴되었
고, 이러한 문화재 유구지를 전시 보존함으로써 과거와

연면적

105,473.46㎡

건폐율

59.08%

용적율

998.12%

주요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건물규모 지하8층~지상24층 (판매시설: 1층~5층/업무시설: 6층~24층)
최고높이 105M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외부마감 THK24 더블로이 복층유리+THK4 AL불소프린팅 복합패널
주차대수 356대
공사기간 2012. 4. 20 ~ 2014. 10. 20 (31개월)
발주처

청진이삼프로젝트(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지향형 오피스타워를 건설했다.

2.2 배치도 / 평면도(지상)

역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연결되어 주변 도시민들이 마음
껏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

1.1 사업진행
구분

진행상황

2012. 02. 20

사업시행(변경) 인가

2012. 04. 20

도급(변경)계약

2012. 04. 20

착공

2012. 05. 10

토공사 착수

2013. 02. 15

지상골조공사 완료

2013. 07. 06

토공사 완료

2013. 12. 05

골조공사 완료

2014. 02. 12

ELEV 완성검사

2014. 05. 20

전기수전

2014. 11. 10

소방검사 완료

2014. 10. 20

준공

그림 1. 건물배치도

그림 2. 건물평면도(지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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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CIP)과 가시설공법 (PRD+CWS)을 적용하여 그 공

건축면적 4,148.94㎡

2.3 층별현황

그림 4. 도심가로 활성화 – 조닝계획

그림 5. 도시경관 창출매스 – 디자인계획

Project Review

용도

층수

업무시설

(6F~24F)

층고

천정고

루 입면재료계획을 지양하고‘흙’
‘나무’
‘하늘’
을 모티
브로 따뜻하고 친근한 재료를 입면계획에 적용하였다.

현장소개

19

4,600(24F)
4,250(23F)
4,100(6F~22F)

5

5,400(5F)
5,000(1F~4F)

2

9,200(B1F~B2F)

4

5,400(B3)
3,600(B4)
3,500(B3F~B7F)

-

스가 차분히 적층되어 있다. 건물하부의 투명한 볼륨감은

2

3,500(B7)
3,600(B8)

-

경쾌하면서도 속도감있는 건물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5

판매시설
(1F~5F)

업무시설(로비)
(B1F~B2F)

주차장

(B3F~B7F)

기계전기실
(B7F~B8F)

3,300
2,750
(3,350)
2,800
(3,150)
6,000
6,700
7,000

그림 3. 건물평면도(지상층)

3.1 외부디자인
외부유리는 로이복층으로 마감된 기단부의 커튼월을 토
대로 그 위에 2~3개로 분절된 큼지막한 박스 형태의 매

개의 육중한 상자를 안정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다.
저층부의 유리커튼월은 도심지 주변건물과의 매끄러운

3. 설계계획

소통을 이어주는 동시에 투명한 리듬감으로 다양한 도
시의 표정을 끌어들이는 장치인 셈이다. 또한 하부의 리

광화문 도심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하에 계획되

듬감있는 유리커튼월을 기단부로 삼아 구성된 상부의

었던 판매시설을 지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판매시설로

볼륨감있는 상자형 건축매스는 세라믹패널과 알루미늄

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였

복합패널, 커튼월의 리듬감있는 반복과 질감을 통해 고

으며, 저층부 포디엄은 유리커튼월을 적용하여 사람들의

층빌딩 사이에 따뜻하고 정감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양한 행위가 투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보는 방향과 시각에 따라 다채로운 느낌이 전해지는 흥

수직적인 평범한 매스를 지양하고 다양한 도시경관을 위

미로운 입면구성은 차가운 마천루의 입면재료에서 탈피

해 매스를 분절하여 계획하였으며, 분절된 매스의 자연

해 흙, 나무, 하늘을 모티브로 한 것이며 우리에게 친숙

스러운 적층을 통해 보는 방향에 따라 다채롭게 느껴지

한 재료를 통해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디자

는 입체적인 입면을 계획하였으며, 차가운 느낌의 마천

인 의도인 것이다.

그림 7. 외부전경

화를 통한 고품질을 확보, 신공법에 의한 시공기술을 향

광화문D타워의 구조계획은 자연재해를 고려한 구조설계

상시켰다. 용도와 동선을 고려한 구조계획과 처짐 및 진

를 우선으로 3D해석을 통한 내진·내풍 설계, 실용도에

동의 최소화, 유지관리측면의 최소화도 고려하였다.

적합한 하중산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안
검토를 통한 시스템선정, 신공법에 의한 공사비절감, 건
물중량의 경량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자연재해를 고려한 구조설계
대안검토를 통한 시스템선정
3D해석을 통한 내진·내풍설계 안정성 경제성 신공법에 의한 공사비절감
실용도에 적합한 하중산정
건물중량의 경량화 유도

최적설계

시공성으로는 기계화로 현장작업을 최소화시켰으며 공업

기계화로 현장작업 최소화
용도·동선을 고려한 구조계획
공업화를 통한 고품질 확보 시공성 사용성
처짐 및 진동의 최소화
신공법에 의한 시공기술 향상
유지관리 측면의 최소화

횡력저항시스템
철근콘크리트전단벽
중력저항시스템

그림 9. 구조설계목표

Steel Beam / Girder + SRC Clumn

3.3 공사계획
Deck

기초구조시스템
지내력기초

철골합성보

지하외벽
Diapram Wall + 철근콘크리트 1-Way 벽체

그림 8. 구조계획도

Slab Core
Wall

장스팬구조
(Steel Girder)

SRC Column

<기준층 구조계획>

그림 10. 가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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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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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커튼월 입면계획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한
천창 아트리움 계획

조명부하 감소를
위한 고효율
LED조명 계획

주변기기
전력부하의
20% 이상

수자원의 재사용,
상수소비절감을
위한 우수·중수
활용 계획

도심속 자연생태
공간 조성을 위한
육·수생비오톱 계획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외벽 계획

청정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설비 계획

우수계획

Project Review

구분
TYPE
작업반경
M/Load
용량
Tip/Load

T/C(2대)
Luffing
50M
18TON
1호기 8.6ton/
2호기 8.0ton

구분
호이스트
TYPE
중속 Twin 일반 Single
작업반경 B2~옥탑1F B8F~1F
용량
2.5TON
1TON

주간시간 최대전력
부하절감을 위한
빙축열시스템 계획

신생에너지 표준건축 공사비의 3%이상

중수계획

외단열공법 70% 이상

그림 11. 양중장비 운영계획

그림 12. 친환경계획

현장소개

4. 친환경인증

트리움, 조명부하감소를 위한 고효율의 LED조명, 도
심속 자연생태공간조성을 위한 육/수생비오톱계획, 청

광화문D타워는 LEED GOLD와 업무시설 에너지효

정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설비계획, 주간시간 최대 전

율 1등급을 받은 친환경 디자인의 건축물이다.

력부하절감을 위한 빙축열시스템, 수자원의 재사용과

공사 초기부터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 분야별로 친환

상수소비절감을 위한 우수 및 중수의 활용, Punched

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극대

Window의 사용과 외단열공법 적용을 냉난방 부하의 최

화한 최우수등급의 친환경계획을 수립하였다.

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그 적용사례로는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한 천창 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1등급)

그림 14. 녹색건축 인증서(최우수)

그림 15. LEED GOLD인증서

5.4 문화재시설 계획

5. 공사계획

5.4.1 추진일정

5.1 조명계획

날짜
•1B2F “열정을 만나다”
: 비즈니스를 더욱 열정적으로 집중하며 휴식을 선사하는 따뜻한 빛
•1B1F “자연을 만나다”
: 자연을 닮은 빛의 연출을 통하여 공간에 편안함을 부여
•1F
“대림을 만나다”
: D-Tower만의 독창성을 대변할 수 있는 빛의 계획
•2~3F “새로움을 만나다”
: 고객의 만족을 자아낼 수 있는 풍성한 빛 연출
•4~5F “품격을 만나다”
: 드라마틱하고 세련된 빛의 공간을 연출

Control system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조성

시간대별 효율적인 디밍컨트롤을 하여
에너지절약 & 컬러감있는 빛으로 공간을
더욱 퐁성하게 연출, 시각적 대비 유지

Smart Lighting
Control of
D-Tower

시·청각을 만족시키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진입공간에 조명과 사운드를 결합하여
도입부 및 휴게공간에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

시스템제어를
통한 최적의 빛
환경을 구축

그림 16. 조명계획 개념도

1979.11.2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1978-428호)
2008.06.03 지표조사 착수
2008.08.01 지표조사 완료
2008.10.16 정비구역변경 결정고시
2009.01.20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통과
2009.05.15 사업시행인가 득
2009.07.27 시굴조사 착수
2009.08.21 시굴조사 완료
2009.10.01 발굴조사 착수
2010.11.02 유적발굴 완료조치 통보 및 유구전시계획 결정

거리(街)의 소리가 되다...

2012.03.30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실내인테리어로
고품격‘편안함’
과‘여유’
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설계

2012.04.20 착공

•역사 및 문화가 가진 풍요로움과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설계
•광화문 및 청진구역의 지역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이미지로 한 콘텐츠 제작
•공간의 인테리어에 적합한 건축화 스피커 제작

‘건축화 스피커디자인’
으로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소리의 연출

2014.08.10 문화재복원 및 전시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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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준공
‘소리환경의 배려’
기존 천장이 아닌 낮은 위치의
설계롤 소리를 집중시켜 듣기 편한 소리를 제공
범위를 집중시켜
소리의 확산을
막아주는 평판스피커

난간의 좁은 공간,
벽면매입, 펜던트로
제작하는 등 공간의
인테리어에 맞게
스피커를 숨김

필요범위 내에서
연속적 음악재생이
가능한 파이프스피커
숨김

5.4.2 개 요
과업명

청진2.3지구 발굴유구 복원/전시 연구

과업수행기관 (재)한울문화재연구원/한림보존테크
유구이전 :1차 2010년 6월 29일 ~ 2010년 7월 25일

그림 17. 음향계획 개념도
기간

5.3 인테리어계획

2차 2010년 11월 3일 ~ 2010년 11월 14일
유구보관 :2010년 11월 15일 ~ 2014년 05월 25일
과업기간 :2014년 05월 21일 ~ 2014년 11월 30일

◀ The 3rd STRATUM - 2~5F
Circulation - For the human’
s behavior
		
- Movement
		
- Flow
		
- Trace
◀ The 2nd STRATUM - 1F
Connection - On the land
- Axis
- Path
- Stream
◀ The 1st STRATUM - B1F~B2F
Vestige
- In the history
		
- Grid
- Proportion
- Overlap

The 1st STRATUM - B1F~B2F

그림 18. 인테리어개념도

대상

시전행랑 유구, 건물지 유구, 우물지 유구, 피맛길 토층

위치

서울 종로구 청진동 267번지 일원

발주처

청진이삼프로젝트(주)

5.4.3 보존유구의 대상
유구명

시대

시전행랑

규모(m)
길이

폭

높이

15C,16C,17C

12.0

8.7

1.5

건물지

15C,16C

9.36

3.36

1.2

우물지

17C

5.90

4.90

5.0

피맛길토층전사

15C,16C,17C

13.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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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레일, 천청오브제,
오브제, 목재 등
공간의 콘셉트에
맞게 스피커 제작

Risk & Insurance

2010.09.29 발굴조사 완료 및 유구이전 완료

5.2 음향계획

The 3rd STRATUM - 2~5F

내용

그림19. 문화재발굴 및 보존유구 대상

Project Review

6. 맺음말

애정어린 가슴앓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곱씹
어 본다.

현장소개

광화문D타워는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최고의 오

마지막으로 돌이켜보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시간

피스빌딩 건축을 구현하려는 대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었지만 그 속에는 나름대로 발주처와 설계/감리사, 시

상징적 건물이다. 더욱이 광화문D타워에는 수많은 건

공사, 그리고 협력업체의 한없는 열정이 짙게 배어있다.

축, 건설관계자의 애환과 인고의 과정이 녹아 들어있다.

앞으로 광화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 되어

그 속에는 광화문D타워는 공간속에 머물게 될 사람을

광화문 최고의 오피스빌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생각하는 대림의 진정성있는 고민과 수많은 건설인들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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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