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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리가 그동안 계간으로 발행하던『위험과 보험』
지를『The RISK』
라는 이름으로 재창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자 합니다.
코리안리는『위험과 보험』
지를 1986년 창간이래 30여년 간, 총 122부
를 발행하며 위험관리의 역사를 축적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복잡화, 대형화되는 각종 위험 속에 놓여있습니다.
지구촌을 위협하는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

코리안리 대표이사 사장

하여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종규

『위험과 보험』
은 위험관리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께 위험관련 최신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는데 기여해 왔
습니다.
이제『The RISK』
로 제호를 바꾸고 재창간호를 발행하며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께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최신지식을 수집하고 축적하
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Emerging Risk 관련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보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 강화하여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간지가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Congratulation

지 창간30주년을 맞아 재창간되는『The RISK』
지의 새출발을 보험업계의
『위험과 보험』
지
일원이자『위험과 보험』 독자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위험과 보험』
지는 위험관리의 이론적 토대와 실용적 정보를 꾸준히 제공
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30년은 갓 태어난 아기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뜻을 세우는‘입지(立志)’
의 기간이며, 국내 보험업
계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창간 30주년을 맞은『위험과 보험』
지가『The RISK』
지로 재창간하게 됨에 따라 앞
으로 우리 보험업계가 전문성이 향상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올바른 방향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손해보험협회 회장
최근 보험업계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과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도입예고, 장기보
장 남 식 험분야의 성장둔화 등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로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현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찾아내고,
올바로 측정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본래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때라고 하겠습
니다. 정책당국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일반보험 활성화’
라는 정책 어젠
다(Agenda)를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하는『The RISK』
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사고위험을 평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지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
운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감지되는 위험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이 제시된다면 보험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타 산업계, 나아가 사회 전체에서도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론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
또는
‘리스크관리’관련비
용이 필수적인 지출항목이라는 관점으로 사회전반의 인식이 전환됨과 아울러 안전관리
능력이 해당업종의 의미있는 경쟁력 측정요소로 부각될 때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간『위험과 보험』
지가 계속 제공해 주셨던 해외시장정보가 더욱 심도깊게 전달
되기를 기대합니다.『The RISK』
지를 통해 선진 위험관리기법과 해외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우리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문제제기가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왕지환은 등관작루(登鸛雀樓)라는 시에서 갱상일루(更上一樓)를 말하였
습니다.“천리를 내다보기 위해 한 층을 더 오르려는 의지와 심정”
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The RISK』
지가 갱상일루의 유용한 도구이자 가치있는 정보매체로서 나날이 발전하기
를 바라며,『The RISK』
지의 편집을 담당하는 실무진과 원종규 대표님을 비롯한 코리안
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경의와 함께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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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Risk

1. 개요
2. 이머징리스크의 분석방법

이 창 수 교수
숭실대학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3.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이머징리스크
4. 해외 선진재보험사 이머징리스크 분석시스템
5. 맺음말

이머징리스크와 보험;
사물인터넷의 확산과 도전
※ 본고는 다른 연구자와 기관 등이 기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음

1. 개요

분에 국한하여 기존 자료를 통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리스크환경 하에서 보험산업은 계속 새

용등급평가기관 등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선

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기술적, 사회정치적,

로이즈의 경우“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환경적 요인들이 리스크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그러한

만 담보제공 여부나 보험료책정 등을 위해 완전히 이해되

요인들이 결합된 효과가 리스크의 변화를 증폭시킨다. 리

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위험”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스위

스크의 변화는 보험계약자들과 규제당국의 리스크에 대한

스리에서는“사회나 산업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식을 바꾸게 되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보험계약을 통해

정량화하기 어려운 새롭게 나타나거나 변형된 위험”
을이

부보되고 있는 리스크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머징리스크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평가기관인 스탠

따라서 리스크의 전가(Risk Transfer)가 본질인 보험산업은

다드앤푸어스(S&P)는“현 시점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진화하는 리스크에 대한 전개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위험”
이라며 보다 광범위하게 신종위험을 정의하고 있다.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방식과 상품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결론적으로 이머징리스크는 에이즈 출현, 원자폭탄의 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요성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발 등과 같이 이전에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위

이 과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리스크

험과 미국 주택담보 대출시장의 붕괴나 FTA 체결로 인한

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변동과 같이 기인지된 위험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 보험사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방향으로 진행돼 영향을 주는 위험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동시에 영원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머징리스크가 갖고 있는 특성은 우선 불명확하며 충분히

본고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인 새로운 리스크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조직 대

즉, 이머징리스크를 주제로 한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리스

내외 적으로 의견일치가 힘들다는 점이 있다. 또 기존 산업

크가 이머징리스크에 속한다. 스위스리(Swiss Re)의 한 조

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요소간 복잡한 상호관계 때문에 연

사에 따르면 23가지 종류의 거시적 리스크 트렌드가 향후

관성 유추가 힘들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

10년 내에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며 각 거시적 리스크 범주

확한 관리자 지정이 어려워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대책수립

는 다시 다양한 세부적 리스크로 구분된다. 본고는 그러한

에 난항을 겪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거시적 리스크 트렌드 중에서 사물인터넷(IoT)과 관련된 부
6

이머징리스크 즉, 신종위험에 대해 보험사, 컨설팅사, 신

2. 이머징리스크의 분석방법

이머징리스크는 표 1.과 같이 지정학적, 사회적, 경제적,

앞에서 언급한 이머징리스크의 특성으로 인해 이머징리

핑해 볼 수 있다. 테러리즘, 중동정세 불안정, 이란 및 북한

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위험

핵개발 등이 대표적인 지정학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1.은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인구 분포의 급격한 변화, 즉 의학기술발달 등으로 인한 고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도식화하여 보

령화 등은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여주고 있다.

경제적 위험으로는 유가의 급격한 변동, 국제경제 불안정

다양한 종류의 환경변화요인과 그에 따른 영향과 야기되는

성 등이 꼽히며 환경적 위험의 경우 기후변화 및 산업화에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따른 환경오염 등이 속한다.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대

있는 이머징리스크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조작, 사물인

기오염에 기인하여 기후변화, 식량자원 부족, 지정학적 불

터넷, 인공지능발전 등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종류

안정성 유발 및 테러로 인한 주요 정보자원의 활용불가 등

의 기술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기술적 위험들

매우 많은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은 사회적, 환경적 위험들과 서로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

머징 리스크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 복잡한 형태로 전개된다.

기술적, 환경적 위험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그룹

(출처 : WEF. Global Risk 2011, Jan 2011)

그림 1.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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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머징리스크의 분류
지정학적

(Geopolitical)

•국제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쟁 및 내전
•국제범죄
•민주주의의 실패
•중동정세 불안정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Societal)

(Economic)

(Technological)

(Envionmental)

•전염병 창궐
•만성질환
•경제불평등 심화
•주요 SOC 붕괴
•인구분포 급격한 변화
•	인구 증가추세 지속성
불안

•유가 급격한 변동
•에너지공급 중단
•국가부채 불안정성
•국제경제 불안정성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
•급격한 물가변동
•	US Dollar 약세

•통신기간망 고장
•인터넷 중단
•Cloud 시스템 취약성
•Cyber 전쟁
•산업스파이

•기후변화 및 극한 기후
•담수공급의 제한
•자연재해/인위적 대형 재해
•유전의 소진
•주요 천연자원의 소진
•	산업화 따른 환경오염증가
•	생물개체의 멸종

•신기술 관련 위험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조작
▣ 사물인터넷
▣ 바이오기술
▣ 3D인쇄
▣ 로봇
▣ 인공지능
▣
▣

3.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이머징리스크

를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유형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

따라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요소로는 첫 번째, 정보

게 들려오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증기기관으로

센싱 즉, 취득기술, 두 번째 유무선 통신기술, 그리고 마지

시작된 기계화의 시작이며,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부터

막으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가공·처리하는 기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1969년부

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터 발전한 컴퓨터가 이끈 자동화에서 출발하여 인터넷기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즉, 시장의 변화가 어떤 방

의 지식정보혁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은 물리적인 실제 시스템과 가상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

표 2.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추진

변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물을 제어하는 가상물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4차 산업

미국의 경우 이미 사물인터넷기술을 국가경쟁력 6대 혁신

혁명은 2016년 이후 소프트웨어기반의 IT와 제조업의 융합

기술로 선정해 기술로드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

으로 시작해 자동생산, 헬스케어산업, 스마트자동차 등 생

또한 사물망 발전계획에 따라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등을

활 전반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광

타겟으로 사물인터넷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범위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시장은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 돼있는 미

이같은 변화의 중심축인 사물인터넷 (IoT)은 인터넷을 기반

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각

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정보

국 정부의 사물인터넷 진흥정책, 소비자 수요와 맞물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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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과 주위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통신기술로 수집된
정보를 가공·처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2. 사물인터넷 관련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추진현황
•2025년까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6대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중 하나로‘사물인터넷’
을

미국

선정하여 기술로드맵 수립 (´08년)
•Rechoring Initiative(제조업 본국희귀)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 추진 중(´10년)
•EU는 사물인터넷 액션플랜 수립(´09년)

유럽

•영국은 사물인터넷 연구개발에 4,500만 파운드 지원발표(´14)
•독일은 Industry 4.0을 통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조업 생산성 30% 향상 추진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에‘사물망 12-5 발전계획’
을 발표 (´11년)

중국

•감지(感知)중국의 전략으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등을 타겟으로 한 사물인터넷 시범단지
(우한시 등 193개) 추진

일본

•U-Japan 전략(´04년), I-Japan 2015전략(´09년), Active Japan ICT전략(´12년)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정책추진 중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초연결 디지털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물인터넷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이란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세계 시장규

써 어떠한 종류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챌

모는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1조2000억달

수 있다. 정보 즉 데이터, 통신기술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러로 약 6배, 연평균 22%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

것이다.

오고 있다.

이같은 위험은‘사이버리스크’
라는 명칭으로 최근 많이 회

국내시장 역시 같은 기간 2조3000억원에서 23조원 규모로

자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주요 위험요소인 사이버리스크

약 10배 이상 사물인터넷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만 놓고 보면 보험수요적 측면에서는 사이버리스크 자체에

있는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능형 교통서비스, 산업

대해 인식수준이 낮고,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정보공유에

자동화분야, 스마트에너지 관련분야, 산업인프라분야 중심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으로 큰 폭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서비스분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볼 때 데이터부족 뿐만 아니

야는 연평균 40% 수준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제조업

라 복잡한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위험분석 자체가 어렵고,

및 에너지분야는 34%, 스마트 건물분야는 33% 수준의 높

이에 따라 책정되는 높은 보험료수준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은 연평균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작용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회, 경제적,

이외에도 전 산업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사물인터넷 사용환경으로 인한 여러

다. 이를 개인별 사물인터넷 이용횟수로 환산해보면 2020

가지 유형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년에는 1인당 약 7대의 장치와 네트워크가 연결될 것이며,

어떤 종류의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는지 사물인터넷 관련 위

2025년에는 4인가족 한 가구가 100대 이상의 장치와 연결
되며, 개인별 하루에 3,000~5,000회 정도 연결될 것으로

표 3. 세계/국내 사물인터넷 시장규모의 현황과 전망
2013년

추정된다.
이렇게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시장 확대
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울 것

2022년

세계시장(억 달러) 국내시장(억원) 세계시장(억 달러) 국내시장(억원)
2,031

22,827

11,948

228,200

(자료 : Machina Research, STRACOR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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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86호)

원격의료기기 조작

개인의료정보 유출

의료
정보망
해킹

주가 및 잔고조작

개인신용정보 유출

금융망
해킹

스마트카
해킹

융합보안
피해

스마트홈 침입

스마트정보가전 해킹

스마트홈
해킹

스마트
그리드
해킹

IT
융합부문
해킹

고용망 교란

차량절도

대규모 정전

전기요금 조작

제품의 신뢰성 저하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그림 2.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

험요인이 있는지 또 어떤 손해가 어떤 규모로 발생할 수 있

그림 3.에서는 사물인터넷 보안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

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산치를 보여준다. 이 추산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시대에 융

사물인터넷 관련 손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물인터넷

합보안산업 해킹에 따른 피해액은 2015년 13조4,000억

이 Big Data를 만들고, 또 대량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

원, 2020년 15조7,000억원, 2030년 26조7,000억원으로

발할 수 있다.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예상된다. 특히 보안사고는 국가기반시설, 제조업, 서비스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하드웨어의 고장, 프로그램오류, 해

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 통신,

킹 등 범죄행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교통, 전력망 등 국가기간시설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막대

라도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운영상의 문

한 경제적 손실로 연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차 피해까지

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법적인 책임,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Reputation 손상에 따른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제조업에서 이런 보안사

등 여러 유형의 피해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발생한다면 제품 신뢰성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 뿐만

그림 2.는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아니라 연관 산업분야에도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카의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하게 되

산업연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보안사고로

면 국산 자동차 최종수요가 약 10% 정도 감소되어 약 14조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치가 2015년에는 13조에서 2030년

정도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며 1차 금속제품, 전기/전자 부

에는 27조원 수준으로 급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 등 연관산업분야에서 추가로 약 10조 정도의 손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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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연구원 보도자료 2014.4)

상되어 총 24조원의 경제피해가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하

(단위: 조원)

였듯이 사물인터넷의 등장이 여러 형태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 피해규모는 엄청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등장은 보험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우선 많은 데이터의 활용 덕분에 위험평가기

13.4

26.7

17.7

법 및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사고는 감소해 보다 안전한 사회가 구축될 수
있고 위험관리나 위험 전가 등의 필요성이 감소될 것이다.

2015년

2020년

2030년

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한 대형 기업들이 보험산업으
로 진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보험시장의 경쟁을

그림 3. 사물인터넷 보안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치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데이터들은 보험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불

련해 규제들이 강화돼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고 클레임처

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수집 및 사용 관

리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제조업에서 보안사고 발생한다면?
•제품 신뢰성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
•연관 산업분야에 광범위한 부적적 영향

스마트폰 (피해액 약 16조원)

제1차
금속제품
572,313
도소매 4%
639,321
4%

금융 및 보험
212,499
1%

- 국산 자동차 최종 수요 10% 감소

그외 산업
1,003,709
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67,252
6%

화학제품
957,193
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135,145
13%

스마트카 (피해액 연간 약 24조원)

무선통신
단말기
5,334,252
34%

전기 및
전자기기
5,080,667
32%

석유 및
도소매 석탄제품
694,186 339,819
1%
3%

전기 및
전자기기
1,528,205
6%
화학제품
2,532,572
10%
제1차
금속제품
2,691,570
11%

그외 산업
1,578,726
7%

자동차
13,590,158
56%

그림 4. 주요 제조업 보안사고에 따른 피해

Emerging Risk 신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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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선진재보험사 이머징리스크
분석시스템

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외부에도 요약, 배포하고 있다.

아직 국내 보험사들은 이머징리스크에 대한 know-how

술, 보험산업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선정된

축적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주요 해외 선진재보험

주요 환경변화요인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사들은 이머징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초기 단계이

3년 이내, 3년 이후 발생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각 위험별

나 이미 이머징리스크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분석을 수행해 이로 인한 영향의 크기, 즉 위험의 크기를

스위스리 등의 회사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머징리스크에 대

평가했는데 신흥국 경제위기, 인터넷네트워크 세분화 등

한 분석시스템을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모두 21개의 이머징리스크를 제시했다.

스위스리의 경우 SONAR라는 이머징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뮌헨리 (Munich Re)의 경우도 <Emerging Risk Radar>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머징리스크를 확인, 평가, 관리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STEEP Analysis라고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업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도 불린다. 이는 그림 5.에서 예시된 것과 같이 Society,

통해 수집된 모든 신호들을 측정, 분석한다.

Technology, Environment, Economy, Politics 5개

특히 이렇게 확인된 이머징리스크 내용들은 정기적으로

분야의 머릿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이 Risk Radar

『New Emerging Risk Insights』
라는 발간물을 통해 내부

시스템은 5개 분야별로 발생시기에 따라 신종위험에 대

지난 5월에 발간된『New Emerging Risk Insights』의 내
용은 전세계 주요 환경변화를 사회, 정치·경제, 환경·기

한 정보를 제공한다. Risk Radar는 CARE (Complex
Accumulation Risk Explor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구

체화되는데 주요 환경변화내용이 유발시키는 다양한 종류
의 예상영향을 단계별로 리스트업하고 다시 이에 따른 영
Politics
Regulation

Society

향으로 재차 유발되는 다른 결과들을 나열하는 것을 반복
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환경변화요인이 유발하는 모든 종류
의 위험요소를 도출해 낸다.

Technology
Science

IT/Cyber
Risks

해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머징리스크에 대해
Economy

활발히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머징리스
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자체적인 연구활동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국내 보험사 뿐
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사업모델에 따라 선제적인 이머

Environment
Nature

Society

징 리스크 발굴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0-5 years

5. 맺음말

5-10 years

본 고는 사물인터넷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것 외에도 각

Technology and science
Environment Nature
Economy
Politics Regulation

양각색의 이머징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같
10-15 years

이 명백한 리스크도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리스크
와 같이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그림 5. STEEP Analysis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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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 같이 갑자기 나타난 리스크도 있고, 로봇과 AI로

인한 실업 등의 문제와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리스크도 있

하다. 이머징리스크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에 대한 수

다. 다양한 이머징리스크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책을

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는 보험사업의 기반

한 권 써야 할 정도이다.

이지 않은가? 이머징리스크의 다양성만큼이나 보험에 대

이머징리스크는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한 수요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사회

나타날 것이므로 해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 다양성

의 구성원들이 이머징리스크를 혁신과 발전으로 바꾸어 가

과 함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머징리스크는 예측

는데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개발해 갈 리스크관리 전문성은

이 어렵고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험의 빈도와 심도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 이머징리스크는 우

이머징리스크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

리 사회, 그리고 보험산업에도 분명 중요한 도전임에 틀림

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사들은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

없다.

를 심화하고 재무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야

그러나 이머징리스크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

한다.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보험산업이 그들이 직면한 리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석유사용의 확대와 자동차와 인터

스크에 대한 문제해결자란 인식을 심어야 한다. ERM 등을

넷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들로 인해

통한 체계적인 신 위험관리절차를 도입하고 심화해야 한

기후변화, 자동차사고, 사이버리스크의 문제가 제기되었

다. 새로운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해 장기적 관점

지만 싼 가격에 충분한 에너지의 공급이 가능해졌고, 과거

의 리스크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에 비해 훨씬 쉬운 이동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보의

서 각 영역별 리스크관리 담당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

홍수라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요하다. 물론 같은 노력이 보험사들과 규제당국 상호간에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머징리스크는 우리 사회를 위한

도 필수적이다. 이머징리스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잠재적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코리안리가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머징리스크는 보험산업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이 글을 맺는다.

Emerging Risk 신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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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환경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1. 자연재해사고 추세 및 보험시장 규모
2. 기업성 보험시장동향

한 상 우 이사

이 인 영 차장

Aon Benfield Asia

Aon Benfield Asia

3. 재보험시장 규모
4. 지역별 특약재보험 갱신동향

해외 (재)보험시장 환경분석

1. 자연재해사고 추세 및 보험시장 규모

도 및 심도가 10년 평균을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하지만

1.1 2016년 고액 자연재해사고

균에 육박하는 해로 기록이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홍수, 지

2011년 기록적인 고액 자연재해사고 발생 이후, 2012년부

진, 이상 기후 및 태풍 등에 기인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진

터 2015년까지의 4년 동안은 고액 자연재해사고의 발생빈

과 미국 및 북중미지역의 태풍과 캐나다의 산불 및 중부 유

2016년은 2011년 이후 처음 고액 자연재해사고가 10년 평

표 1. 2016년 상위 10 자연재해 사고정리, 경제손해액 기준
Date(s)

Event

Location

April 14 & 16
Summer
Sept. 28 - Oct. 10
August
Yearlong
May / June
Yearlong
August 24
July
May

Earthquake
Flooding
Hurricane Matthew
Flooding
Drought
Flooding
Drought
Earthquake
Flooding
Wildfire

Japan
154
China
475
Us, Caribbean
605
United States
13
China
N/A
Western/Central Europe
20
India
N/A
Italy
299
China
289
Canada
0
All other events

Deaths

Totals

Economic Loss (USD)

Insured Loss (USD)

38 billion
28 billion
15 billion
10 to 15 billion
6.0 billion
5.5 billion
5.0 billion
5.0 billion
4.7 billion
4.5 billion
83 billion

5.5 billion
750 million
5.0 billion
3.0 billion
200 million
3.4 billion
750 million
100 million
200 million
2.8 billion
33 billion

210 billion

54 billion
(참조 : Aon Benfield Analy tics)

표 2. 보험가입 손해액, 손해원인별 및 연도별
140
120

USD billion (2016)

100

Tropical Cyclone

Severe Weather

Flooding

Earthquake

EU Windstorm

Winter Weather

Wildfire

Drought

Other

80
60
40
2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6-’15 ‘06-’15
											
Average Median
(참조 : Aon Benfield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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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손해원인별 자연재해 각 지역 경제손해액 정리
70

USD billions (2016)

50

50
40
30

2016

62

60

30

34

53

49

32
26

21

20

15
10

10
0

10 Year Average

7.0 5.8

4.6
Tropical Cyclone Severe Weather

Flooding

Earthquake

Winter Weather

1.3

Wildfire

4.4

EU Windstorm

0.1 1.5
Drought

Other

(참조 : Aon Benfield Analytics)

럽의 홍수 등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 걸친 자연재해는 2011

1.3 지역별 보험손해액

년 이후 다소 관심에서 멀어졌던 자연재해 위험관리의 중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자연재해 사고는 과

성을 부각시키는 해로 지난 2016년은 기록되었다.

거 10년 평균에 근접하며 이는 과거 35년간의 평균수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1.2 자연재해 유형별 경제적 손해액
2016년 각 손해원인별 자연재해 손해액은 과거 10년간 평

1.4 보험손해액 비교- 미국 vs. 전세계(미국 제외)

균치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홍수 및 지진 등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 관찰시 2007,

여전히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의 손해원인이며, 뒤를 이어

2010, 2011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는 미국의 자연재해로

이상 기후 및 태풍 등이 고액사고를 유발하는 손해원인으

인한 손해액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큰 수치로 관찰되고

로 관측되고 있다.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지진, 태풍, 홍수 및 이상

표 4. Insured Losses by Region
35

USD billions (2016)

30

2016

29

10 Year Average

10 Year Median

1980-2015 Average

29

25
20

22

21

15

12

10
6

5
0

United States

3

6
2

Americas

7

6

6

13
6

6

1
EMEA

APAC
(참조 : Aon Benfield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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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험손해액 비교, 미국과 미국 제외 전세계
100
90

Percent insured loss (%)

80

64

60

44

40

36

48
40

53

52

60
47

56
44

40

37

22
14

10
0

63

60

56

50

20

Rest of World

78

70

30

United States

88

86

2006

2007

1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참조 : Aon Benfield Analytics)

기온 등 다양한 손해원인이 미국전역 내에 지역별로 다양

신규자본의 유입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하게 노출되어 있고,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높은 보험가입율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 기업성 보험시장동향

1.5 재보험시장 자본공급의 상승세 지속
2016년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및 심도의 증가로 인해 재보

2.1 화재

험사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88.4%에서 90.9%로 소폭 상

꾸준한 신규자본 유입으로 인한 요율인하가 지속되고 있으

승하였고, 투자수익률은 전년대비 10.2%에서 9.1%로 소

며, 글로벌 자본의 아시아 화재보험시장에 대한 관심 및 참

폭 감소하였다. 재보험사의 기대수익률은 감소추세지만 여

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각국 감독당국은 해

전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재보험시장으로의 전통자본 및

외 (재)보험사에 대한 신용등급관리강화 및 현지 출재비율

표 6. 세계 재보험사 자본변화
Traditional Capital

600
500
USD (billions)

400

410
6%

-17%

300
200

368

400

388

340

455
-3%

18%

7%

11%

18%

321

378

447

478

461

100
17
0
FY 2006

540

505

470
385

Alternative Capital

490

Global Reinsurer Capital

575
-2%

6%

511

22

19

22

23

27

44

50

64

FY 2007

FY 2008

FY 2009

FY 2010

FY 2011

FY 2012

FY 2013

FY 2014

565

595

5%

517

493

72

78

FY 2015

9M 2016

(참조 : Aon Benfield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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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및 차별화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감독기준강화

인해 지속적인 요율인하를 강요받는 시장상황이다. 신규

로 신용위험관리에 나서고 있다.

위험 및 위험관리차원에서의 추가 보상한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지만 참여확대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적

2.2 기술
경제성장의 둔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행지연 등으로
인해 전세계의 기술보험 및 건설공사 보험시장은 성장에
큰 폭의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경제협력으로 중
국의 대규모 사회간접투자가 약속된 파키스탄과 최근 양호
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

정수준의 요율부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사고발생시 보
험손해액에 대한 원수사 및 재보험사의 회수가능성 및 회
수기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최근시장 상황
이다.

•Captive.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에너지, 생산 및 금융서비

회간접자본 투자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이들 지역 중심

스기관 등의 보험구입비용은 손익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으

의 제한된 성장기회가 예상된다.

로 인식되어 Captive의 소유 통한 보험비용 감소를 추구하
는 시도 및 Captive 설립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계약

2.3  해상, 에너지 및 항공
•해상.
저성장 국면과 불경기의 지속, 원자재시장의 이익감소 및
해운사간 과잉경쟁 등은 해상보험시장의 기록적인 불경기
를 기록했으며 해상보험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신규자본유
입 및 둔화로 인한 과다경쟁은 단기간내 시장환경 여건개
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
보험료 규모와 기대이익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에너지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은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유가상승
폭의 제한과 저조한 신규 해양개발프로젝트의 계획 등이

자 스스로의 위험측정 및 적정보험금에 대한 이해도 증가
및 측정에 대한 시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TCOIR(Taking
a total Cost Of Insurable Risk)의 계약자 스스로의 이해

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신종 사이버위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노출로 개인 및 기업
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보험상품
및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아버위험에 대한 정
확한 요율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꾸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해 당분간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운 부정적인 전
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항공.

3. 재보험시장 규모

저가항공사의 꾸준한 성장과 등장으로 인한 파일럿의 유

3.1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

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사고로 인한 항공기 유지 및

표 7.에서 정리된 세계 출재보험료 정리는 그룹 내 재보험

보수비용의 급격한 증가 및 새로운 사이버위험의 출현 등
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체의 경영부담
으로 요율인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는 항공보험시장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최근의 시장
상황이다.

2.4 특종
•배상책임.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한 기존 보험사의 꾸준한 신규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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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 및 공동인수 및 풀 (Pool)에 출재되는 물량을 제외한
손해보험 출재보험료의 정리이다. 2014년 손해보험기준
의 출재보혐료는 약 162조원(USD 162B)에 해당되며, 이중
40%에 해당되는 65조원(USD 65B)은 미국으로부터 출재
되는 물량이다. 또한 162조원의 42%에 해당되는 68조원
(USD 68B)은 재물보험에 해당한다.

표 7. 출재보험료 정리, 세계
North America

40%

Access. Ceded
Prem.

$65bn

Global accessible nonlife ceded Premiums 1

Property
43%
Casualty
27%
Motor 14%
United States
MAT 12% Canada
A&H 1%
Financial Lines 2%
Other 0%

Latin America

5%

Access. Ceded
Prem.

$8bn

Property
Casualty 12%
MAT 11%
Motor 9%
Other 8%
Financial Lines 6%
A&H 3%

$162bn

Most Recent Reporting Year Available

$62.9bn
$2.4bn

Europe and Africa 33%
Access. Ceded
Prem.

51%

Mexico
Brazil
Argentina
Chile
Colombia

$2.2bn
$1.5bn
$0.8bn
$0.8bn
$0.7bn

Global Breakdown
Property
42%
Casualty
19%
Motor 16%
United States $62.9bn
MAT 11%
UK
$13.8bn
PR China
$10.0bn
A&H 5%
France
$7.6bn
4%
Financial Lines
Australia
$5.9bn
Other 3%

$53bn

Property
36%
Motor
22%
Casualty 12%
UK
$13.8bn
MAT 10% France
$7.6bn
Germany
$4.8bn
A&H 9%
Switzerland $3.6bn
Financial Lines 6%
Spain
$3.5bn
Other 4%

APAC

22%

Access. Ceded
Prem.

$35bn

Property
Motor
15%
Casualty 13%
MAT 11%
A&H 7%
Other 6%
Financial Lines 2%

45%

PR China
Australia
Japan
India
S.Korea

$9.2bn
$5.9bn
$5.3bn
$2.6bn
$1.3bn

(참조 : Aon Benfield Inpoint)

표 8. 출재보험료 정리, 아시아
Rank

Country

Accessible
Ceded
Premium1

Estimated Estimated
Broked Direct / Other Prperty Casualty Motor
Market
Market

1

China

$9,166m

15%

85%

41%

18%

2

Australia

$5,950m

50%

50%

51%

3

Japan

$5,345m

35%

65%

4

India

$2,612m

15%

5

South Korea

$1,320m

6

Indonesia

7

Financial Unspecified
Lines
Other

Mat

A&H

14%

13%

7%

4%

3%

11%

22%

-

-

-

16%

70%

5%

2%

19%

-

3%

1%

85%

27%

1%

41%

11%

15%

1%

4%

50%

50%

30%

36%

11%

6%

-

2%

15%

$1,052m

90%

10%

41%

18%

15%

13%

6%

4%

3%

Singapore

$914m

65%

35%

42%

6%

4%

23%

7%

6%

12%

8

Hong Kong

$898m

45%

55%

40%

20%

6%

9%

16%

8%

-

9

Taiwan

$743m

10%

90%

42%

7%

26%

14%

7%

2%

3%

10

Thailand

$590m

60%

40%

44%

2%

12%

11%

21%

-

10%

11

Malaysia

$582m

40%

60%

34%

7%

13%

32%

7%

-

8%

12

Philippines

$473m

25%

75%

55%

27%

3%

15%

-

1%

-

13

Vietnam

$262m

90%

10%

65%

4%%

-

29%

2%

1%

-

$29,904m

35%

65%

46%

13%

16%

12%

5%

3%

7%

Total

(참조 : Aon Benfield In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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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시아 재보험시장 규모

는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성장세를 예측할 수 있지만 요율인

표 8.은 2014년 기준 아시아 중심의 손해보험 출재보험료

상폭은 제한되는 등 큰 폭의 성장보다 제한적이지만 지속

를 정리한 것이다. 아시아 역시 50%에 가까운 출재보험료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 원천은 재물보험이며, 재물보험의 뒤를 이어 자동차보
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의 출재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재물보험 - Aon Benfield Impact Forecast의 최근 정
리에 의하면, 허리케인 매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미
화 1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보험 보상액
도 최소 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
다. 이는 2005년 카트리나로 인한 보험손실액인 400억

4. 지역별 특약재보험 갱신동향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2년 샌디 당시의 손실액인

4.1 미주

재보험자와 신규자본의 꾸준한 참여로 인해 지난 1월 갱

•캐나다.
2016년 5월 Fort McMurray 산불화재로 인한 보험손해액
은 약 3조원(USD 3B)을 상회하며 이 영향으로 지난 1월 갱
신에서 재보험자들은 20%에서 30%정도 인상된 요율을
제시하였지만 신규자본의 참여로 인한 큰 폭의 요율인상은
제한되었다.

•북중미.
재물 특약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요율인하로 인해 재보험사
들은 자동차 및 배상책임 등의 특종보험시장에 대한 참여확
대를 통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개인상해 - 대다수의 미국 원수사들은 개인상해 이벤트
(Catastrophe Excess of Loss Treaty Reinsurance) 를

담보하는 재보험프로그램의 구입 빈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본 프로
그램구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 산정
시의 혜택이 없기 때문이며 현재 출재되고 있는 재보험프
로그램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담보에서 제외하려
는 시도가 최근 들어 관찰되고 있다.
임원배상 -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국내 다양한 업종간
인수 및 합병(M&A) 시도의 증가로 이로 인한 임원배상책임

250억달러는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전통
신에서의 요율인상은 제한적이었으며, ILS (Insurance
Linked Security)의 지속적인 시장참여로 인해 만기

가 도래한 Cat Bond의 일부가 갱신이 되지는 않았지만
Collateralized재보험, Side Car 및 ILW(Industry Loss
Warranty) 등의 시장참여증가는 재보험시장 자본공급증가

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보증보험 - 최근 미국 보증보험시장은 원보험시장과 재보
험시장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20%대의 양호한 손해율은 신규자본을 미국 보증보
험시장으로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 - 프랑스 및 유럽지역에 집중되었던 테러공격으로 인
해 미국 내에서도 2009년 이후 성장세에서 감소세로 돌아
선 테러보험은 개인 및 기업 등의 테러보험 수요증가로 최
근 다시 큰 폭의 수요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재물보험시장의 자본공급증가로 인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서는 재물(재)보험담보에 테러담보가 무료로 추가되는 현
상도 함께 관찰되고 있다.

4.2 아시아 태평양
•호주, 뉴질랜드.
재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자본공급증가와 고액 자연재해사
고로 인해 재보험자들의 기대수익은 최저점을 향하고 있

보험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세에 있다.

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지진은 그동안의 양호한 실적으로

배상책임 –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전통 재물보험 재

마무리되어 2017년 4월 이후 갱신프로그램에서는 다소의

보험자들의 시도로 배상책임보험시장에 신규 참여자본은

요율상승효과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규위험 및 추가보상한도에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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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큰 폭의 요율인상은 없었지만 최근 손해액의 집계가

•홍콩.

•대만.

산업시설의 중국 본토이전 및 보험당국의 요청사항으로 빌

지난 2016년의 지진 및 태풍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딩코드를 반영하는 등 리스크프로파일 개선으로 인한 꾸준

현지 감독기관의 재보험금 회수에 대한 우려로 해외 재보

한 요율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위험기준 자

험출재시 30% 이상의 해외 재보험사 최소신용등급‘A’
를

기자본제도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구체적

충족시켜야 하는‘30 A’규정이 신설되었다.

인 시행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태국.
2011년 태국홍수 이후 비례재보험 특약프로그램에서는

•인도네시아.

더 이상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Aceh(Sumatra)지역의 2016년 12월 발생한 지진은 지역

자연재해위험 보험담보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재보험프로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낮은 보험가입율로 인해

그램(Event Excess of Loss Treaty Reinsurance)의 수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인도네시아

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계획 중인 대규모

현지 재보험사에 대한 우선출재규정의 시행 이후 현지 4개

인프라투자사업의 승인으로 임의재보험 수요가 꾸준히 증

재보험사는 각각 미화 500억불의 자본금을 투입해, 해외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보험출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여 변경된 규정에 수혜를
입고 있다. 이에 해외재보험자는 재재보험 특약프로그램

•베트남.

이나 지진을 담보하는 현지 풀‘Pool’
에 참여하며 담보를

최근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베트남은 생명보험 및 손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 재보험시장에 참여를

해보험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이어가고 있다.

은 현지 원수사의 자연재해담보에 대한 수요증가로 함께
이어져 자연재해 재보험 보상한도 또한 꾸준한 증가세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자연재해위험은 잘 알려진대로 홍수
이며, 대부분 재보험프로그램은 홍수위험담보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경기침체여파로 인한 사회자본투자 및 대

있다.

4.3 유럽
•중부 및 동유럽.

규모 인프라프로젝트 투자사업의 시행지연으로 임의재보

Solvency II 내부모델이 준비되지 못한 원수사들은

험시장은 특약재보험시장에 비해 위축되고 있다.

Solvency II에서 요구되어지는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해
자연재해 재보험프로그램 보상한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

•파키스탄.
중국과 파키스탄정부간 협의된 경제협력 및 지원 이후 파

으며, 비전통 재보험방식 통한 자기자본비율의 증가를 위
한 다양한 시도 중에 있다.

키스탄 내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건설공사 등 임의재보험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농작물 재보험프로그램의 갱신 이외, 대부분 특약재보험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요율인하의 혜택속에 갱신이 이루어

•필리핀.
태풍‘Sarika’
와‘Haima’
를 제외한 자연재해사고의 제한

졌다. 비전통 재보험사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시도와 이로
인한 다년계약 등 원수사의 새로운 갱신안이 관찰되었다.

으로 현지 원수사들은 요율인하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
며 개인상해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또

•독일.

한 원수사의 최소 요구 자기자본이 미화기준 천백만달러

Bafin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USD 11M)로 증가되어 중소형 원수사간 인수합병이 활발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규정의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으로 독일 및 유럽에 위치하지 않은 해외 재보험자에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시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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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재보험출재가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유럽에 위치한

•스위스.

재보험자라 하더라도 Solvency II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

개인 및 기업의 지진담보 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키지 못하는 재보험자에게는 출재가 제한되는 등의 해외재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수사의 재보험 수요 역시 꾸준히

보험출재 및 국내 원수사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담보 재보험 프로그램의 양호한

대폭 강화되었다.

실적으로 인해 다수의 원수사들은 순보유구간을 지속적으
로 인상시키고 있다.

•그리스, 사이프러스.
Solvency II의 시행으로 인한 자기자본기준 충족요건 강화

•터키.

로 M&A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ATE 보험사의 ERGO

지진담보 재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보험사들의 대부

Group으로의 매각이 마무리되어 ERGO Group은 현재

분은 회사들은 자동차,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의 재보험프로

그리스에서 최대 손해보험사가 되었고, 이전 최대 손해보

그램에 대한 참여를 늘려가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추구

험사였지만 현재는 정부소유인 Ethniki는 현재 매각논의

하고 있다.

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국.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된 재보험시장의 요율인하와는 달

현지기준 Solvency II의 시행으로 인해 이스라엘 원수사들

리 영국재보험시장의 갱신은 지난 2015년 12월 홍수의

또한 자기자본비율 확충의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영향으로 요율인상현상이 대부분의 자연재해담보 재보험

서 Surplus Relief Quata Share등 비례 재보험의 신규출

(Event Excess of Loss Treaty)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자

재를 통한 자본금 확충시도가 최근 관찰되고 있다.

동차 재보험의 갱신에서도 과거의 실적악화와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준비금 적립요건의 강화는 요율인상

•네덜란드.

을 초래하였다.

네덜란드 원보험시장은 최근 급격한 외형성장, 매출증가
보다는 안정화 및 손익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네덜란드의 전체적인 보험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다
만, 기업휴지보험, 사이버위험, 그리고 명예훼손보험 등

4.4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상대적 신규위험에 대한 보험수요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시

자기자본비율 인상규제가 강화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되는 등 규제변화도 최근함께 관찰되고 있다.

신규 비례재보험특약(Surplus Relief Quota Share)에 대
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와 의료비용을 담보

•북유럽.

하는 개인상해 및 단체상해 프로그램에서 비례재보험특약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아니지만 신용위험관리에 대한 보험

신설에 대한 시도가 많이 관찰되고 있다.

수요가 최근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재보험

또한 UAE에서는 기존 은행담보(Bankers Guarantee)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북유럽 대부분 재보험특약프로

진행되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보험회사 발행의

그램의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 원수사들은 담보 범위의 확

Foreign Worker Bond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최

대 및 요율인하를 최근 갱신에서 달성하였다.

근 보증보험시장의 신규 재보험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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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リアンリー再保険株式会社が発行される雑誌が30周年を迎えら
れたこと、それを機に装いも新たに『The RISK』として再創刊され
ることにつき、心より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
その記念すべき第1号に弊社が寄稿できることを嬉しく思ってお
ります。弊社の原稿が韓国の読者の皆様のご参考となれば幸いで
す。今後の貴誌のご発展をお祈りしております。

渡辺 弘治
トーア再保険株式会社 営業企画部長

와타나베 코우지

토아재보험주식회사 영업기획부장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잡지가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새롭게 단장한『The RISK』
로 재 창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기념하여 제1호에 당사가 기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당사의 원고가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향후에도『The RISK』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기고문은 집필자의 동의 하에 편의상 국문번역하여 게재함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in Korean for convenience sake under the writer’s agreement.

일본 지진보험에 대해

1. 일본의 지진위험

1. 日本の地震危険

1.1 지진국 일본

1.1 地震国日本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나 2016년 쿠마모토지진

2011年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や2016年の熊本地震が記

의 기억이 아직 새로우리라 생각되지만 일본은 세계 유수의

憶に新しいかと思いますが、
日本は世界有数の地震国とし

지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1.은 세계에서 발생한 대

て知られています。
図1-1は、
世界で発生した大規模な地震

규모 지진의 분포도이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은 어느 정

の分布図となります。
地震が頻発する地域はある程度限定

도 한정되어 있으며 일본은 지진이 매우 발생하기 쉬운 지

されており、
日本は地震が非常に発生しやすい地域である

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と言えます。
(출처 : 일본기상청「지진발생의 구조」)

그림 1-1. 세계 주요 플레이트와 지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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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Seismic Activity in Japan -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structive earthquakes-」
)

그림 1-2. 일본주변의 해저지형과 플레이트경계

1.2 지진발생 메커니즘

1.2 地震発生のメカニズム

지진발생의 메커니즘은 판구조(Plate Tectonics) 에 의한 것

地震発生のメカニズムは、
プレートテクトニクスによるも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열 개 이상

のとされています。
その考え方によれば、
地球は十数枚のプ

의 판, 즉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두께 수십 km의 암반에 의

レートと呼ばれる厚さ数十㎞の岩盤によって覆われていま

해 덮여 있고 각각의 플레이트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함으로

す。
夫々のプレートが別の方向に移動することにより地殻

써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은 일반적으로 지각 변

変動が生じています。
地震は、
一般的に地殻変動によってプ

동으로 플레이트에 축적되는 변형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レートに蓄積される歪が限界まで達した時に、
プレート自

플레이트 자체의 파괴 또는 두 개의 플레이트에서 판사이에

体の破壊またはプレート間ですべりが生じるなどして、
歪

밀림이 발생하는 등으로 변형 에너지가 한 번에 개방됨으로

みエネルギーが一気に開放されることにより生じる現象と

써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して説明されています。

그림 1-2.와 같이 일본열도 주변에는 적어도 3개의 플레이

図1-2の通り、
日本列島周辺には少なくとも3枚のプレート

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진이 발생

が存在しており、
これらの相互作用により地震が発生して

하고 있다.

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1.3 지진발생의 미래예측

1.3 地震発生の将来予測

일본은 세계 유수의 지진다발국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는 피

日本は世界有数の地震多発国であり、
地震による被害は避

할 수 없다. 한편 그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 예상

けられません。
一方、
その被害を可能な限り小さくするため

되는 지진의 발생확률과 일본의 기상청이 정하는 지진동의

将来予想される地震の発生確率や、
日本の気象庁が定める、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진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地震動の強さを表す尺度となる震度を定量的に予測する取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組が進んでいます。
Research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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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과 같이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예측에 따르
1)

図1-3の通り、
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の予測によると、
今後

면 향후 30년 이내에 진도5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

30年間に震度5弱1) 以上の地震が発生する確率は日本の多

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26%~100%로 높은 수치를 기록

くの地域において26%～100%と高い数字となっていま

하고 있다. 진도5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식기의 낙하

す。
震度5弱以上の地震が発生すると、
食器の落下や不安定

나 불안정한 가구가 쓰러지기 시작하고, 내진성이 낮은 목

な家具が倒れ始め、
耐震性が低い木造建物においては壁な

조건물에서는 벽 등에 경미한 흠집·균열이 가는 등 건물과

どに軽微なひび割れ・亀裂が入るなど、
建物や家財に被害が

가재도구에 피해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出始め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

이처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광범위하며

このように、
大規模な地震が発生した場合、
その被害は広範

지진의 발생장소, 규모, 시각 등에 따라 손해액은 크게 달라

囲にわたり、
なおかつ地震の発生場所・規模・時刻などによ

진다. 일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り損害額は大きく異なってきます。
日本においてはどの地

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域においても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はあることから、
地震
に対する備えが必要となっています。

(출처 : 일본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전국 지진동예측지도 2016년판 지도」
)

2. 일본의 지진보험
일본에서 건물·가재 및 집기비품 등의 지진리스크를 담보
하는 보험은 주로 개인이 가입하는「가계지진보험」
, 기업용
「지진위험확장담보특약」및 지진을 원인으로 한 화재에 의
한 손해를 담보하는「지진화재비용보험」
으로 크게 구분된
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가계지진보험
2.1.1 창설경위
일본의 주택물건에 대한 지진리스크는 민간손해보험회사
와 정부의 가계지진보험제도에 의해서 보상된다. 또한 공
제단체에서 지진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은 가계지진보험제도
의 대상 외가 된다.
일본은 20세기에 1923년 관동대지진을 비롯해 대규모 지진
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모두 화재보험에 의한 보험금 보상이
없었던터라 지진보험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1-3. 2016년판 확률론적 지진예측지도
향후 30년 이내 진도5약 이상의 흔들림이 발생할 확률

1964년 니가타지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1966년 6월에「지진보험에 관한 법

1) 진도5약의 지진에서는「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물건을 붙잡고 싶다고 느낀다.」
「기상청
(
진도계급관련 해설표」참조)
震度5弱の地震においては
「大半の人が、
恐怖を覚え、
物につかまりたいと感じる。
（
」
「気象庁震度階級関連解説表」
を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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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에 근거하여「지진 등에 의한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는 것」
을 목적으로 관민공동의 가계지진보험제도가 탄생
했다.
가계지진보험제도는 정부와 손해보험사에서 재보험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계약자에게 확실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 기본취지이다. 정부와 손해보험사의 재보험제도를 운영
하고 계약자로부터 맡은 보험료의 관리·운용을 위해 가계

표 2-1. 2017년 1월 지진보험제도 개정에 따른 손해구분의 세분화
손해정도

개정전

개정후

전손

지진보험금액의 100% 지진보험금액의 100%

반손

지진보험금액의 50%

일부손

지진보험금액의 5%

지진보험금액의 60%(대반손)
지진보험금액의 30%(소반손)
지진보험금액의 5%
(출처 : 일본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지진보험제도의 설립과 동시에 일본지진재보험회사가 창설
되었다.

으로 산출된 11조3,000억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급해야

가계지진보험제도는 1966년 탄생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운영

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총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되고 있으며 한신·아와지(고베, 역자 주)대지진(1995년), 동

계약의 보험금이 삭감된다.

일본대지진 (2011년), 쿠마모토지진 (2016년)이라는 대지진
에서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1.4 보험요율
지진보험요율은 정부기관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작성

2.1.2 보상 내용

하는「확률론적 지진동예측지도」
를 바탕으로 산출을 실시

지진보험은 지진·분화 또는 쓰나미에 의한 주택 (건물·가

하고 있다. 실제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보험의 대상인 건

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지진보험의 계약은 화재

물의 구조별, 소재지별로 설정하고 있는 기본요율에 내진

보험과 세트로 이루어지며 화재보험의 보험금액에 대해

성능에 따라 할인율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30~50%의 범위 내(건물은 5,000만엔, 가재는 1,000만엔을

지진보험료는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손해보험회사의

한도)에서 지진보험의 보험금액을 설정한다.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No Loss·No Profit 원칙)
저렴한 보험료로 산정되어 있다.

2.1.3 보험금
지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손해정도를 세 가지로

2.1.5 정부의 관여

구분하여 손해액을 확정함으로써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진리스크는 발생빈도가 낮은 한편 발생한 경우에는 거액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표 2-1.과 같이 지

의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준비금을 충분

금까지 3개 구분이었던 손해구분을 4개 구분으로 세분화함

히 적립하기 전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재원을 확

으로써 손해상태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보험금지급을 할 수

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있도록 제도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진보험제도는 이에 대비하여 민간부문에서는 적립하고

또한 1회 지진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지급 한도액은

있는 준비금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책임을 지게

관동대지진이 현시점에서 재발했을 경우의 총 예상보험금

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은 정부가 재보험자로서 부담하게

884억엔
지
재
사

1,268억엔
정부 680억엔

민간 192억엔

지재사 488억엔

2,244억엔

약 2조2,681억엔

11조3,000억엔

정부 11조588억엔
민간 31억엔

지재사 137억엔

그림 2-1. 2017년도 지진보험 재보험구조
Research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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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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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진보험의 세대가입률 (전국평균)의 추이

한다. 정부에서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에서

험회사 및 토아재보험주식회사)에 출재함으로써 지진보험제도

일시적으로 차입을 실시한다. 정부가 차입을 실시한 경우

를 운영하고 있다.

그 금액은 이후의 지진보험료에서 상환함으로써 장기적인

2.1.7 보급률

제도적 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15년도 지진보험의 세대가입율2)은 그림 2-2.와 같이

2.1.6 재보험 구조

29.5%를 기록하여 1994년의 9.0%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정부 및 민간부문의 보험책임 분담비율을 정한 재보험구조

한신·아와지대지진 (1995년) 당시에는 효고현의 세대가입

는 그림 2-1.과 같다.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관민간의 재보

율이 2.9%로 매우 낮아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

험처리를 일원화 관리하는 일본지진재보험사(지재사)가 중

했다. 그후 정부 및 손해보험업계가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

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과 및 동일본대지진(2011년)의 발생으로 지진리스크에 대한

우선,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수한 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급률이 향상되었다.

서 일본지진재보험사에 전액 출재한다. 일본지진재보험사
는 관민의 결정에 의거한 분담비율에 따라 일부의 리스크를

2.1.8 지진보험금 지급상황

자사에서 보유하고 나머지를 정부 및 민간보험회사(손해보

과거의 대형 지진에 의한 지진보험금의 지급상황은 표

표 2-2. 지진에 의한 보험금 지급 상위 3건
No.

지진명

발생일

규모

보험금 지급건수

지급 보험금

1

동일본대지진(※1)

2011 / 3 / 11

9.0

801,254

12,706억엔

2

쿠마모토지진(※2)

2016 / 4 / 14

7.3

236,067

3,621억엔

3

한신·아와지대지진(※1)

1995 / 1 / 17

7.3

65,427

783억엔

※1 : 2016년 3월 31일시점, 일본지진재보험사조사
※2 : 2016년 8월 30일시점, 일본손해보험협회조사
(출처 : 일본손해보험협회·일본지진재보험사 홈페이지)

2) 세대가입율 : 해당 연도말의 지진보험 계약건수를 해당 연도말의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한 세대수로 나눈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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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와 같다. 지진보험의 보급률 향상에 따라 한신·아와
지대지진 발생 당시에 비해 동일본대지진 및 쿠마모토지진

표 2-3. 기업지진보험의 개요
항목

개요

에서 보다 많은 피해자에게 지진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설립연도 1956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는「피해자의

지진·분화 또는 이에 따른 쓰나미를 원인으로 하는
담보위험 화재, 손괴, 매몰 또는 유실에 의해 건물 및 동산 등에
발생한 손해

생활 재건」
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전국에서 피해지역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신속한 지급에
힘쓰고 있다.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일본대지진 발생시에는 재해
상황을 항공사진·위성사진으로 확인하여 전손 일괄인정지

담보방법

화재, 기술, 동산종합보험의 주계약 + 확장 담보 특약
(단, 지진 리스크 단독 부보도 가능)

재보험 비례재보험(Q/S, Surplus, F/O, 임의),
처리 비비례재보험(Per Occurrence ELC, 임의), Cat Bond 등

역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손 일괄인정지역에 소재하
는 물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손해사정을 할 필요없이 전손

로 재보험출재를 실시하는데 비례재보험이나 비비례재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획기적으로

(Per Occurrence ELC) 등의 전통적 재보험을 조합하여 이용

신속화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최근에는 Cat Bond 등 자본시장

그 결과 동일본대지진에 대해서는 발생 후 약 1년만에, 쿠

을 이용한 새로운 리스크 이전방법을 활용하는 보험회사도

마모토지진에 대해서는 발생 후 약 6개월만에 대부분의 보

증가추세에 있다.

험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기업지진보험은 대규모 지진에 의한 거액의 손해가 예상됨
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보험회사에 의한 인

2.2 기업지진보험(지진위험 담보특약)

수판단과 재보험처리가 요구되므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가계지진보험은 일반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거

매우 높은 분야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진에 의한 피해는 광

공간에 발생한 지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표 2-3.
과 같이 오피스빌딩, 공장 및 창고 등 기업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발생한 지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기업지진보험
이라고 한다.
통상 기업용 화재보험에서는 지진리스크 자체가 면책이지
만 가계지진보험과 같이 1923년의 관동대지진 이후부터 기
업에 대한 지진리스크의 보험수요가 높아지면서 1956년부
터 화재·동산종합보험·기술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확장담보라는 형태로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당시에는 반드
시 주계약의 확장담보로만 부보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의
규제완화흐름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보험상품설계가 가능하
게 되면서 지진리스크 단독부보도 가능하게 되었다.
기업지진보험의 경우, 가계지진보험처럼 정부와 민간의 손
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닌 각 보험회
사가 각종 보험조건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보험요율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각사 리스크 판
단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보험요율을 설정하게 된다. 재보
험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회사가 독자적으

그림 2-3. 일본의 Zone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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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태풍 등의 자연재해

2-4.와 같이 기업지진보험에서는「축소지급방식」및「지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리스크의 누적관리가 필요하다. 이러

급한도액방식」
의 두 가지 타입의 계약이 있다. 과거 일본

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지진리스크에서 관리해야 할 항목으

기업지진보험의 주류를 차지한 것이 축소지급방식으로 지

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진 손해액에 대해서 항상 미리 설정한 일정비율을 계산한

첫 번째는 지리정보 즉 담보물건의 소재지이다. 지진의 피

금액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후 규제완화에 따

해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한편, 일반적으로 한 번

른 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보험금액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의 지진으로 일본 전체에 피해가 미치게 되는 것은 생각하

한도액의 범위 내라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지급한도액

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역분류를 통해 누

방식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적위험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림 2-3.

최근 일본의 기업지진리스크에 대해서는 Risk Finance라

과 같이 12개의 Zone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

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으로, 수도권이나 공업도시가 집중부보율이 높은 지역이며

향후 30년 이내에 70% 정도의 확률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

직하형 지진이나 토카이(태평양 연안, 역자 주) 지진 등의 위

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 및 수도직하지진에 대해

험성이 높은 Zone 5와 Zone 6가 일본의 지진리스크에서

서 각각 최대 220조엔, 95조엔의 경제손해가 발생될 것으

는 주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익보험(BI, 역자

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기반의 신속한 복구라는 관점에서

주)이나 구외이익보험(CBI, 역자 주) 등 지진의 발생지역 및

도 기업지진리스크에 대한 보험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물건의 지리정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리스크의 손해

한편,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발생도 예측되어 각 보험회사 모두 리스크관리의 강화를 과

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의 시점에 지진보험 부보율은

제로 인식하고 있다.

30%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특히 지

두 번째는 담보범위가 다른 두 종류의 계약방식이다. 표

진리스크에 대한 이익보험의 부보가 미미한 수준이며, 경
제손실대비 보험손해 규모의 차이는 일본의 지진이 가장 크

표 2-4. 축소지급 방식과 지급한도액 방식

다는 보고도 있다.

명칭

축소지급방식

지급한도액방식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여 Risk

한도액의 범위내라면 손해
액 전액을 보상하는 방식

Finance로써 보험을 활용해 나갈 것인가가 일본의 기업지

내용

손해액에 대해서 항상
일정비율(축소율)을 계
산한 금액으로 보상하
는 방식

(일정액 or 비율의
Deductible를 설정)

2.3 지진화재비용보험

표 2-5. 지진화재비용보험의 개요
항목

개요

설립연도 1984년
지진·분화 또는 이에 따른 쓰나미를 원인으로 하는
담보위험
화재로 발생한 손해
주택화재, 보통화재(일반·공장), 주택종합, 점포종합,
담보방법 단지보험 등 각종 화재 보험에 자동 담보

재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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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스크의 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지진보험제도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표 2-5.와
같이 지진화재비용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984년에 시작된 동 보험은 지진에 기인하는 사고를 원인
으로 한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계지진보험과 기업지진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지진에 따른 건물의 복원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닌 지진발생 직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비용

(단, 보통화재의 창고물건은 부담보)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으로, 피해자 구제의 의미가 강한 위

비비례재보험이 주류

로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업지진이나 풍수해의 Per Occurrence ELC로
지진화재비용을 커버하는 경우가 대부분)

지진화재비용보험은 창고물건을 제외한 각종 화재보험에
자동 첨부되어 보험약관에 표준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표 3-1. 과거 발생한 세계의 거대지진
Rank

Mag

Location

Alternative Name

Date (UTC)

1

9.5

Bio-Bio, Chile

Valdivia Earthquake

1960 / 5 / 22

2

9.2

Southern Alaska

1964 Great Alaska Earthquake, Prince William
Sound Earthquake, Good Friday Earthquake

1964 / 3 / 28

3

9.1

Off the West Coast of Northern Sumatra

Sumatra-Andaman Islands Earthquake, 2004 Sumatra
Earthquake and Tsunami, Indian Ocean Earthquake

2004 / 12 / 26

4

9.1

Near the East Coast of Honshu, Japan

Tohoku Earthquake

2011 / 3 / 11

5

9

Off the East Coast of the Kamchatka
Peninsula, Russia

Kamchatka, Russia

1952 / 11 / 4
(출처 : USGS「20 Largest Earthquakes in the World」)

다.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의 흔들림에 의한

경보 및 주의보를 발표하고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를 최대

손괴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업지진

3m~6m로 예측했지만 실제 쓰나미 높이는 이를 크게 웃도

보험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된

는 결과가 나타났다. 각지의 검조소에서 관측한 쓰나미의

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재보험처리도 기업지진보험과

높이는 8m~9m 정도 되었으나 쓰나미에 의한 피해로 조석

함께 비비례재보험(Per Occurrence ELC)을 활용하여 커버

관측기기 사용이 불가능해진 이후 강타한 후속 쓰나미는 실

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일본 재보험시장의 소

제 관측치를 웃도는 10m~15m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프트화 영향에 따라 태풍 등의 풍수리스크도 함께 담보하는

건조물의 붕괴나 쓰나미 이외에도 액상화현상에 의한 지

경우도 적지 않다.

반 침하나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의 2차피해도 발생하여 수
도·전력·교통·물류와 같은 라이프 라인이 끊겨버린 바 있
어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물건까지 포함한 보험손해는 약 3

3. 일본의 과거 지진

조엔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1.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발생한 세계 거대지

모토지진이다. 일본 큐슈지방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

진이지만 최근에 지진대국인 일본에서 발생한 특징적인 2

는 쿠마모토현 및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일련의 지진은 규모

다음으로 지난해 2016년 4월 14일 및 그 이후 발생한 쿠마

건을 소개한다.
우선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다. 일
본의 태평양쪽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규모
9.1로 일본 관측사상 최대규모이면서 1900년 이후 전세계
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4번째 규모로 기록된 초대형 지
진이다. 홋카이도 남부 해안에서 관동지방 남부에 이르는
광대한 범위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15,000명 이상, 실종자 2,500명 이상, 전손건물
120,000채 이상, 경제손해액은 총 16조9천억 규모의 막대
한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피해에 달했던 최대 요인이자 동 지진의 최대 특징
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본 동해안을 강타한 대규모「쓰나
미」
이다.(그림 3-1 참조) 기상청은 지진발생 직후에 쓰나미

그림 3-1. 이와테현 미야코시를 덮친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쓰나미 모습
Research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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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동일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초 기상청은 전자를
본진, 후자를 여진으로 판단하였으나 후에 그 내용이 정정
되어 본진이 바뀌었다. 일본기상청이 정하는 지진동의 강
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진도」
는 동일본대지
진과 쿠마모토지진에서 기록된 7이 최대였으나 일련의 지
진활동 내에서 진도 74) 이 2번 관측된 것은 이번 쿠마모토
지진이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2번의 큰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간헐적인 여진활동이 계속
되어 4월 14일 이후 1개월간은 하루평균 20회 전후의 여진
이 관측되었다. 보통 기상청은 대규모 지진 후에 향후의 여
진 발생확률을 발표하고 있지다만 쿠마모토지진 때는“과
거의 경험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며 발표를 중지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강타한 쓰나미로 인
해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물건과 기업물건이 한꺼번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형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반면에 쿠마모
토지진의 경우에는 주로 낡은 일본 목조가옥을 포함한 주택
그림 3-2. 쿠마모토지진에 의해 돌담의 일부가 무너진 쿠마모토성

물건의 붕괴를 중심으로 진원지 주변의 비교적 제한적인 지
역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다. 처음 지진에서 무너지지 않고

3)

최대 7.3으로 동일본대지진과 비교하여 규모는 작고 쓰나

버텼어도 두 번째 이후의 본진 및 여진으로 인해 붕괴된 건

미도 발생하지 않았으나,「동일지역 내 대규모 지진의 연속

물도 많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과거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

발생」
이 큰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의 간헐적인 지진활동과, 건물과 지반 등 해당지역 내 다

본 지진은 4월 14일 밤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하루

수물건의 특성이 복합되어 쿠마모토지진 피해모습으로 나

반 뒤인 4월 16일 아침에 처음 지진을 넘어서는 규모 7.3의

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그림 3 -2. 참조)

4. 끝맺음

4. 終わりに

일본은 세계 유수의 지진국으로 동일본대지진 (2011년)을

日本は世界有数の地震国であり、
東日本大震災
（2011年）
を

비롯해 지금까지 수차례 대형 지진을 겪어온 바 있다. 일본

はじめ、
これまでにも何度か大きな地震に見舞われていま

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지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또

す。
日本においてはどの地域においても地震被害に見舞わ

한 지진피해는 경우에 따라서 거액의 손해를 초래할 가능

れる恐れがあり、
また地震災害はときとして巨額な損害を

3)	내각부 발표(2016년 12월 14일 현재)에 따르면 사망자 161명, 전손건물 8,369채, 경제손해액은 적어도 2조엔, 보험손해(손해보험)는 현시점
5,000~6,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4)	진도6강 및 진도7의 지진의 경우「서있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어다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또한 흔들림에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
으며 몸이 공중에 날라갈 수도 있다.」
「기상청
(
진도계급 관련 해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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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실시하

日本において企業や個人が安心して経済活動を行うために

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Risk

は、
地震に対する備えが必要となります。
よって、
リスクフ

Finance의 관점에서, 보험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ァイナンスの観点から、
保険は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

수 있다.

と言えます。

한편 지진재해는 장기적으로 발생횟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

一方で、
地震災害は長期的にはその発生回数を予測するこ

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지진의 발생장소, 규모, 계절·

とはある程度可能となってきましたが、
地震の発生場所、
規

발생시각 등에 따라 손해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수

模、
季節・時刻などにより損害額は大きく異なることから大

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해질수

数の法則が成り立たないことやその被害地域が広範囲に及

록 거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지진리스크의 보험제

ぶと巨大な損害が発生しうるなど、
地震リスクの保険制度

도화에는 어려운 과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

化には難しい課題が存在します。
これらの課題を解決する

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재보험을 활용한 민관합동의 가계지

ために、
日本においては再保険を活用した官民共同の家計

진보험제도가 창설되었다. 또한 기업분야에서도 재보험이

地震保険制度が創設されました。
また、
企業分野においても

나 Cat Bond 등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리스크 이전을 실시

再保険やCat Bond等を活用し世界中にリスク移転を行う

함으로써 계약자에 대한 지진위험 담보특약을 제공할 수 있

ことで契約者に対し地震危険担保特約が提供できるように

게 되었다.

なりました。

이처럼 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진리스크에 대한 보

このように損害保険会社が契約者に対して地震リスクに対

험을 안정적으로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

する保険を安定的に提供し続けるには、
長期・安定的な再保

적인 재보험 Capacity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険キャパシティ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不可欠となります。

당사는 일본에서 유일한 종합 재보험 전문회사로서‘사회

弊社は日本で唯一の総合再保険専門会社として
「社会の安

에 안심을 제공한다’
라는 기업이념 하에 미증유의 대재해

心を支える」
との企業理念のもと、
未曽有の大災害であった

였던 동일본대지진에서도 고객인 손해보험회사에 가능한

東日本大震災においてもお客様である損害保険会社に対し

신속하게 재보험금 지급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진발생 후

て可能な限り迅速に再保険金の支払を行いました。
また地

에도 고객에게 장기적, 안정적으로 재보험 Capacity를 지

震発生後もお客様に長期・安定的に再保険キャパシティを

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보험회사로서의 당

提供し続けております。
このことにより、
再保険会社として

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쌓아

の弊社の使命を再確認するとともに、
お客様との信頼関係

왔다.

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

앞으로도 장기적·안정적인 재보험 Capacity의 제공과 보

今後も長期・安定的な再保険キャパシティの提供や保険市

험시장발전에 공헌함으로서 고객을 비롯하여 사회에 폭넓

場の発展への貢献を通じてお客様をはじめ、
幅広く社会に

게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貢献し続けてまい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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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손해사정 트렌드

1. 서론

1. INTRODUCTION

과거, 해외 원거리출장조사를 하던 시절에는 지구를 반

A long time ago, in the days of home-foreign adjusting, it

바퀴나 돌아서 계약자를 만나 조사를 시작해야만 하는 경

would not be unusual for an experienced and trusted loss

우에 대형사고일지라도 경험많고 신뢰할 수 있는 Loss

adjuster to be instructed on a major loss, which would

adjuster를 선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한 Loss

require him to travel halfway around the globe to meet the

adjuster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와는 관계없이 경험과 명

Insured and begin his investigations. With his experience

성만으로 어떠한 산업분야에서의 어떤 사고라고 능숙하게

and reputation alone, that adjuster was considered to be

다룰 수 있다고 여겼다.

the jack of all trades, capable of handling any type of loss

그러한 시절은 오래 전에 지나갔다. 현재 McLarens를 비

in any industry irrespective of any cultural differences.

롯한 주요국제적 손해사정회사들은 세계 주요 보험중심지

Those days have long since gone. McLarens and other

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근거지

major international adjusting firms can now be expected

로 CILA자격을 갖춘 Adjuster들의 지원을 받거나 여러 연

to have an office in the main insurance centres of the

수과정을 거쳐 양성된 Adjuster들로 구성된 팀을 운용하고

world with a team of adjusters on the ground, trained

있어 언제든지 손해사정업무 위임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을

in multiple disciplines, perhaps supported by a CILA-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McLarens

qualified adjuster, ready to receive an instruction and

는 이와 같은 운영의 흐름을 한국의 손해사정운용에 도입

attend the loss site at a moment’s notice. We offer this in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our Korea operation.

McLarens adjusters conducting initial inspections by boat in the Thai floods o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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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할까?

But is this enough?

대형사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런 해결책을 찾기 위

In this article we set out a number of case studies to

하여 단독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

show that it is increasingly the trend that in handling

에서 전문가집단과 조정하고 지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major losses, the adjuster’s role today is more one of

Adjuster는 Project Manager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project manager in which, far from acting alone, he or

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보여주는 몇몇의 사례연

she is expected to coordinate with and direct a panel

구를 이 기고문에서 설정하고자 한다.

of experts in various disciplines in bringing about a

그러나 사례연구에 앞서 Loss adjuster가 무엇인지, 그리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claim.

고 손해사정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However, before we look at these case studies, let us take

정의하고자 주제를 잠시 벗어나고자 한다.

a step back to discuss exactly what a loss adjuster is and

Loss adjuster는‘보험사고의 처리와 해결을 전문으로 하

what his or her role is in the claims handling process.

는 독립된 전문가’
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A simple definition of a loss adjuster is “an independent

Loss adjuster는 주된 재보험자 또는 중개사와 협의하거

professional who specialises in the handling and

나 협의 없이 보험자에 의하여 선임된다.

settlement of insurance claims.”

국제적 거래 또는 건설공사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The loss adjuster may be instructed by the Insurer with

시 보험증권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해사정회사가 지정된

or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lead Reinsurer or the

Adjuster로 명기되는 경향이 선진보험시장에서 증가하고

broker. In the case of global accounts or on construction

있다. 계약당사자간에 미리 정해진 동의에 따라 누가 사고

projects, it is increasingly the trend in mature markets for

현장을 방문할 것인가를 정하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이 바로

one or more adjusting firms to have been vetted at the

Loss adjuster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time the insurance was arranged and be written into the

Loss adjuster는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고 복귀하자마

policy as a Nominated Adjuster. With a prior agreement

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제적 Adjuster의 경우에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loss adjuster can

는 타이 홍수사고시 보트를 타고 초기손해조사를 하고 나

be engaged forthwith without any unnecessary delay in

서 실행했던 것처럼 대형사고 발생 후 바로 피해회사의 비

arranging site attendance.

상경영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현장을 방문해야만 할 수

The loss adjuster is required to attend the site swiftly and

도 있다.

to report on the loss upon their return to the office. After

대형사고를 취급하는 때는 즉각적인 현장방문이 필수적이

a catastrophe, the international adjuster might have to

다. 특히 사고발생 후 즉각적인 청소작업과 손해경감조치

respond to the firm’s contingency plan and attend site

에 전력을 다하는 계약자의 경우에는 사고현장 상태가 빠

in another country as occurred following the Thai floods

르게 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사건발생 초기에는 사고발생

where initial inspections were undertaken by boat.

상황이나 정도에 대하여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

Prompt attendance is essential particularly when handling

Adjuster가 추정손해액을 포함한 간략한 사고정황을 담은

a major loss. Site conditions can change quickly especially

현장보고서를 즉각적으로 송부할 것을 기대한다.

with a diligent Insured who puts all efforts into urgent

Adjuster의 업무중에는 사고원인조사와 담보범위와 면책

clean-up and loss mitigation. At this early stage the Insurer

이나 책임제한조항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

might have very limited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보험증권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Adjuster가 사

of the loss or how serious it is and the loss adjuster is

고발생당시 정황이 증권에 첨부된 Warranty 조항에 부합

therefore expected to promptly issue preliminary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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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를 보고서에 언급하여 줄 것 또한 기대된다.

advice setting out brief details of the incident with a

정확한 원인조사는 증권상 담보여부와 구상권 여지를 정하

recommended reserve or estimate. This initial advice is

는 핵심요소이다. 특히 대형사고의 경우 보험자에 의하여

important to ensure all Insurers and Reinsurers can be

선임된 독립적, 전문적인 컨설턴트에 의해 이러한 조사가

informed of the loss and to help identify what additional

진행되는 것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학적 조

resources may be needed in the claims handling process.

사전문가 또는 회사는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경험, 조사내

Duties also include investigating the cause of the incident

용에 대하여 의문여지가 없을 정도의 필요한 자격과 향후

and reviewing the insurance policy to advise on the extent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제시능력을 가지고 있다.

of coverage and whether any limitations or exclusions

실제로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발생초기에 법률팀이 선임되

are applicable. He or she is expected to comment in

어‘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변호사가 의뢰인과 의사교환

the report on the site conditions at the time of the loss

한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하에서 전면적 조사가

confirming whether or not any warranties attaching to the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다.

policy have been complied with.

또 다른 주목할만한 흐름은 Loss adjuster나 전문가들이

Investigation of the exact cause of the incident is key

법률팀을 도와 비밀유지협약에 서명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

in determining policy liability and what, if any, rights of

추세이다. 보험계약자가 악의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subrogation arise.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particularly

되는 민감한 정보와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잠재적인 나

with major losses that this investigation is undertaken

쁜 평판을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y independent, professional consultants appointed by

통상적인 협약을 통하여 사고를 조사하면서 계약자로부터

Insurers, perhaps a firm of forensic scientists or specialist

수집된 정보를 승인받지 않고 배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engineers with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and who

바, 본 기고문에서 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 적당한 사례를

hold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such that their findings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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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자 한다. Loss adjuster는 이러한 협약이 없더라도

will not be in question and will stand firmly in a court of law.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Indeed, there is also a trend with major losses for a legal

Loss adjuster에게서 손해경감에 대한 경험활용을 기대할

team to be appointed at the outset and for the entire

수 있다. 피보험자는 손상기계를 사고 전 상태로 복구함으

investigation to be undertaken under an umbrella of

로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전문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attorney-client privilege.”

못한 상태에서는 해당 기계를 전손이라고 속단할 수 있다.

One other noticeable trend is the tendency for the loss

증권상 기업휴지부문에 해당할 사고에는 Loss adjuster는

adjuster, and any consultants who might be instructed

피보험자가 판매 또는 수입을 정상적 경영상태로 보다 빠

to assist them, to be required to sign a non-disclosure

르게 복귀될 수 있는 특정행위절차(예를 들어 기계의 복구)를

agreement. The Insured might, understandably, be

취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액이

concerned about sensitive information getting into the

경감이되므로 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된다.

wrong hands or for potential bad publicity that might have

사고 후 행하여진 모든 조치에서 피보험자를 돕고, 증권상

an adverse effect on their business. A typical agreement

조건하에서 손해액을 계량하면서 피보험자와 소통하는 것

forbids unauthoris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을 Loss adjuster에게 기대할 수 있다.

gathered from the Insured in relation to the claim under

보험계약 형성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자나 출재

investigation thereby making it more challenging to find

자, 원수 Broker와 재보험 Broker, 재보험자를 포함한 여

suitable case studies for discussion in an article such as

러 당사자들이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드문 경우이지만

this. Even without such an agreement the adjuster must

Public loss adjuster(개인손해사정사)를 정하여 보험금 청

treat the information received confidentially.

구서류의 준비, 회의참석 등에서 피보험자를 대리하게 할

The loss adjuster is expected to use their experience in

수도 있다. Loss adjuster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효율적

advising on loss mitigation. The Insured might consider

으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at their machinery is a total loss without realising that

이제 사례연구에 들어간다.

there are specialist firms who might be able to save
money by restoring the machinery to the condition it was
in prior to the loss.

2. 사례연구 1

There may be an exposure under the business

아시아 소재 한 화력발전소의 대형 화재사고에 따른 보험

may suggest taking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recovery

사고 처리를 위하여 McLarens는 재보험자의 지원하에서

of machinery for example) which enables the Insured to

보험자로부터 선임을 받았다. 동 발전소는 사고 당시 해당

maintain sales or return to normal trading conditions

국가 전력수요의 약 14%를 공급하고 있었다.

more quickly resulting in a reduced loss amount and thus

1차 보일러의 Furnace연료는 가스이며 생성된 스팀은 합

a saving to Insurers and the Insured.

계 최대 1,470MW 출력의 2개의 독립된 터빈을 돌리고

The loss adjuster is expected to assist the Insured in

있다. 2차 연료는 Bunker유로 구내에 저장되어 있었다.

all efforts made after the incident and to communicate

Bunker유가 사용될 경우에는 배출가스에 다량의 황성분

with the Insured in quantifying the loss under the terms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굴뚝을 거쳐 대기중에 방출되기 전

of the policy.

에 황성분이 환경기준 이하로 감축되도록 탈황설비를 거치

There are various partie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the

게 되어있다.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the Insured or policy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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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uption section of the policy and the loss adj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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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간 굴뚝부분

탈황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가스만으로 Furnace를 가동할

the Insurer or cedant, the broker and reinsurance broker,

수 있으며 이때 배출가스는 탈황설비를 우회, 배관설비를

and the Reinsurers. The Insured may decide to appoint

통하여 굴뚝으로 보내진다.

a public loss adjuster to act on his behalf in preparing

화재 익일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탈황설비와 우회배출배관

the claim submission and attending meetings, although

설비의 뚜렷한 손해상황이 드러났다.

such an appointment is still relatively rare in Korea. The

추가점검에서 굴뚝손해상황도 밝혀졌다.

loss adjuster is expected to be able to communicate

다음 달 완료일정인 예정정비기간 중에 탈황설비에서 용접

effectively with all interested parties.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We now turn to our case studies.

기업휴지담보에 관한한 초기의 주요관심사는 해당설비의
손상으로 정비기간 완료일과 이후 수개월간 설비를 가동

Bunker유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발전설비가동을 멈추어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 소유주는 가스를 사용하여 전

하기 때문이다.

력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우회배관설비와 굴뚝

영구수리를 위해 발전설비를 가동중지하는 것은 비경제적

에 대한 응급임시복구를 시도하여야만 한다는데 의견을

이며 다음 주요정비를 위한 운휴기간중에 실행해야 한다는

같이하고 있었다. 법률전문회계사는 이 경우 1일 약 USD
225,000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McLarens는 굴뚝이 영구복구될 때까지 응급수리로 견딜 수
있는지를 염려하여 수리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현장에 배치를 도와줄 재난관리회사를 고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발전소 소유주의 건설자회사가 굴뚝전문가
의 감독하에 수리작업을 수 행하였다.
임시수리에는 1.3백만달러가 소요되었으나 기업휴지보험
의 Waiting period 30일 이내에 설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송
전계통에 재동조되어 보험자에게는 추가적 부담이 없었다.
이때 가장 심각한 기업휴지의 위험은 임시수리가 실패하
거나 가스공급이 차단될 경우인데, 이는 탈황설비없이

재건된 탈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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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견이 일치됐다.

비용과 일정표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위

McLarens는 재보험자가 조성한 기금중에 위탁계좌(결제

험발생의 경감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더한

대금을 예치하여 두는 계정)을 설정하여 피보험자가 항상 현금

것이다. 일례로 재건축업체가 중요설비인 가스히터를 들어

지급 준비상태에 있어 복구작업자나 전문가들의 대금이 신

올리는데 불충분한 인양능력을 가진 크레인을 사용하려 한

속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복구과정에

다는 것을 알아냈다.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가격이나 계약조건에서 동의를

McLarens는 현장의 모든 Project 활동을 관리하였다. 즉

끌어낼 수 있도록 McLarens의 협상위치를 개선시켰다.

매주 또는 매월 피보험자, 공사관련 각 주요업체가 참석한

탈황설비를 위한 주요설비 설치의 임계시간대나 신중하게

간부급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과를 보험자에게 보고, 참여

계산한 조달기간의 관점에서 볼 때 탈황설비의 주요 대체

업체의 비용, 공정 및 계약시방의 준수여부 관리, 기탁계정

품은 원제작자로부터 조달하고, 기타부품의 경우에는 가능

과 월별 현금흐름 관리, 피보험자에게 경비절감 가능한 특

한 현지조달, 철거 및 재건축작업에는 현지업체를 이용하

정분야에 대해 조언하고 관계자들에게 건설, 시운전, 그리

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고 성능시험에 대해 컨설팅하였다.

그러나 원제작자는 작업에 전념하여도 120일간의 수리기

McLarens가 모든 복구관계자들 사이에 수립, 발전시킨

간과 수리비용으로 수백만달러가 소요된다고 견적을 제시

협동적인 업무관계의 직접적인 결과로 종합적인 계획을 효

하였는데 이는 McLarens가 찾아낸 대체수리자의 견적보

과적, 시기적절하게 실행함으로써 탈황시설복구 Project

다 훨씬 높았다.

전체공정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원제작자는 굴뚝과 모든 배관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

전체 건설공정은 영구복구의 월별 예정공정보다 조기에 진

하였다. 이는 9~12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은 발전

행되었다.

설비의 가동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막대한 기업휴지손해

안전작업수칙은 Project 기간 중 모든 공사관계자에게 지

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모든 공사관련업체 안전관리자의 노

McLarens는 기업휴지 손해발생을 피할 수 있도록 예정운

력 덕분에 1,000,000 인시 이상의 작업기간 동안 단지 3

휴기간의 연장없이 임시복구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

건의 소규모의 안전사고가 있었을 뿐이다.

하는 전문적 수리업체를 찾아냈다.

McLarens는 손해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복구

영구수리 복구완료까지 21개월간 현장에 상주하는 Project

공사 진행 중 공정, 위탁계좌, 현금흐름 예상과 분석을 포

manager도 선임 및 배치 했다. 이는 1일 단위로 복구소요

함한 총 30건의 보고서를 출재사에게 제출하였다.

화재 및 폭발로 인한 VGOHT의 주 피해부분-사고 전과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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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London, Zurich 재보험자의 심각한 재정

VGOHT 없이 재가동되었다.

적 위험의 관점에서, McLarens와 관련한 Singapore와

McLarens는 아래의 전문가들이 관여하게 된 당해사고를

London이 긴밀하게 관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관리하도록 선임되었다.

인 회의를 개최하여 Project 진행과 중요 일정표에 대한 계
속적인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였다.
McLarens는 재보험처리방식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통하
여 위탁계좌에 예치가 필요한 시점, 일부 재보험자가 동 건
사고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될 수준을 고려한 가
지급에 대한 조언할 수 있었다.

•	생산공정에 대한 영향 및 경감조치에 대한 이해를 위
한 화학전문가
•기업휴지손해액과 동산손해산출을 지원할 Forensic
accountant
•Critical Path (최단공기와 최소경비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
해 컴퓨터로 작업일정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행할 전문가

•원인분석과 초기 주공정에 위치한 4개의 고압저장탑

3. 사례연구 2
피보험자 공장의 설비는 대규모, 고집적 정제, 석유화학제
품과 중합체제조 복합설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내외 육상 및 해상유전과 가스전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
연가스액(지하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가 지상에 올
라와 응축되어 액체상으로 변화된 것)이 2개의 병렬로 배치된

2개의 상압증류시설(ADU-1,2)에서 1차로 정제된다. 납사

에 대한 fitness-for-service(오일, 가스 및 화학공정
산업에서 사용중인 장비가 지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
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모범사례 및 표준)을 위한 전문가

•기업휴지기간 동안에 생산최적화를 검토하기 위한 선
형계획 프로그래머
•Critical Path 자재의 신속한 조달을 도와줄 재해관리
전문가
•복구작업동안 계획대비 공정관리를 위한 현장감독자

추출물은 여러 후속의 중합설비에 필요한 에틸렌과 프로필
렌 단량체를 생산하는 증류탑에 투입된다. 납사는 또한 스
틸렌중합체 생산에 필요한 벤젠를 공급하는 방향족 생산설
비에도 투입된다.
감압증류시설(VDU)에서 생산된 감압경질유분과 함께 상
압증류시설에서 생산된 경유는 프로필렌과 다른 고부가가
치 부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된 Deep Catalytic
Cracking Unit (저가의 상압잔사유를 사용해 고부가가치의 프
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에 투입된다. 감압증류시설의 잔류

물은 윤할유 기제복합설비에서 처리된다. 감압증류시설에
서 생산된 다른 부산물은 수소연료와 복합설비용 연료가스
를 생산하기 위해 추가로 처리된다.
사고는 No.3 복합설비(정제)에 있는 DCC에 원료를 공급하
는 감압경질유 수소화 처리설비(VGOHT)에서 발생하였다.
통제상태에서 1시간내에 발생한 몇차례의 폭발과 화재는
VGOHT 내 고압수소 회수장치의 상당부분에 손상을 가
져왔고, 구내 전체설비의 응급가동정지와 여러설비에서
Flaring(폐가스를 연소처리하는 것)이 발생하였으며, 공장은

사고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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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증기터빈

사고원인은 VGOHT 내 2개의 분리기 (고온가스분리기

개월 동안의 정지 후에 가동이 재개되었다.

30D002와 저온가스분리기 30D003)를 연결하는 고압의 파이

중대한 터빈사고와 관련된 사례에서 보듯이 손해액이 크고

프의 엘보우 연결부분에서 갑작스런 탄화수소증기의 누출

잠재적으로 복잡한 사고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 특정

이었으며, 파이프의 파열로 누출된 상당량의 증기가 착화

사고는 대부분의 유사형태 사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Loss

되어 폭발과 화재를 일으켰다. 엘보우 연결부분은 부식으

adjuster가 대규모의 복잡한 사고에서 Project manager

로 두께가 얇아지면서 파열하였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최근의 경향과 필요성을 다시금

McLarens는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수행하면서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5,600건 이상의 구매주문서와 인보이스를 검토하였다. 당

McLarens는 당해 사고의 처리를 위해 선임되었으며 클레

사는 종합적 손해사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구매주문서, 도

임의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전

면, 사진대지 및 다른 증빙서류와 대조하기 위하여 주별회

문가 집단과 협의하고 지휘하였다.

의에 참석하였다.

이 클레임에 최종적으로 관여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사고현장은 온도에 따라 Zone별로 나누어졌고, 730℃ 이

•손해원인을 조사할 터빈전문가

상에서 가장 심한 영향을 받은 곳은 Zone 6로 분류되었

•여러 손해로부터 제기되는 담보여부와 사고발생시기

고 Zone 4,5,6에 위치한 시설은 전손으로 처리되었으며,
Zone 1,2,3 내 위치한 설비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부분 손해에서 제외 되었다.
기업휴지손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은 9천만달러로 확인
되었다.

에 대한 법적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사업의 손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펄프 및 제지공장
의 전문가
•담보손해의 결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는 Forensic account들
현장에 있는 터빈에 대한 초기 Borescope(산업용 내시경)

4. 사례연구 3

검사결과, 가동중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아 베어링손상과

대규모의 펄프 및 제지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150MW 규

태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터빈을 개방하였을 때 일부가 파

모의 증기발전소가 손해를 입었다. 수리작업이 OEM(주문

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자상표에 의한 제품생산자방식)에 의하여 수행되면서 거의 3

McLarens는 모든 손해가 윤활유 공급불량의 이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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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터빈이 가동중지되는 유형의 사고와 일치되는 손상상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험자의 승인하에 터빈전문가에

만료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일부 손해는 증권의 보

의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터빈브레이드와 HP노즐(고압노즐)의 손상은 위

5개의 사고발생 중 1개는 면책으로, 나머지 4개 사고는 담보되

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입

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 보험청구건은 더 복잡하게 되었다.

증하였다. 그들은 별도의 원인에 의한 별개의 손상을 판별

보험증권을 여러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

하였다. 가동기록의 분석에 의해 5개의 별개의 사고와 손

인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해당보험자에 의하여 변호사

해발생일을 추정할 수 있었다.

가 선임되었다.

일부 손상은 현재의 보험증권 책임개시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업손실에 대한 영향의 입증과 관련하여 펄프 및 제지공

점에서 담보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장 전문가들과 의논하였다.

양쪽 상당기간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은 PAR, MB와 BI

최종적으로 당해 보험청구건은 전체 가동중지기간 중 펄

를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는‘All Risks with Machinery

프, 종이 및 티슈의 생산감소로 인한 Gross profit 감소를

Breakdown’보험증권이었다.

이유로 제기되었다(연료효율차이로 인한 경비증가분 청구라는

손해발생(증권에 정의된 바와 같이)으로 부보목적물에 직접적

최초 보험금청구는 자세한 분석결과 합당치 않아 철회되었음). 가

이고 물리적인 손해가 있었음은 분명하였다. 일부 손해는

동중지기간중 생산량 감소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판매량

블레이드 손상

크랭크축 손상

회전축 손상

터빈날개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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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의 해당분으로 해석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펄프 및 제지공장 전문가들은 장기간에 걸친 세밀한 조사
를 거쳐서 손해는 오직 터빈의 가동중지에 기인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당사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여 인용된 손해증빙서류를 활
용하여 기업휴지손해를 산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보
험자의 승인하에 Forensic accountant 회사가 동원되었다.
당사는 담보범위에 대하여 그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고의 결과로 간주되는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Forensic account는 공장측에서 구한 복잡한 자료를 조
사하고 Gross profit의 손해액을 평가하였다. 화학제품 사

수면착륙 후 부력장치를 사용한 비행체

용에 상당한 절감량과 전력사용의 감소 등이 확인되어 손
해액에서 차감하였다.

약 45feet 지점에서 항공기의 고도가 계속적으로 급격하

당사는 회계사의 계산에 근거하여 예상 순손해액을 제시하

게 떨어지자 조종사는 비상뜨개다리를 사용했다. 헬기는

였는데 이 수치는 2개의 보험기간 아래에서 산출된 보험금

바다로 추락하였으나 다행히 Float에 의하여 수면위에 뜰

(자기부담액 공제 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사용되었다.

수 있었다.
조종사는 헬기를 복원할 수 있어 유전플렛홈으로 비행을
계속했고, 10명의 승객을 내려준 후에 섬의 해변시설 및 정

5. 사례연구 4

비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시코르스키 S-76C++ 헬기는 인도네시아 오지섬의 해변

panel(동체밑면), 이착륙 페어링과 꼬리부리에 손상이 발견

에서 떨어진 해상유전 플래폼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

됐다.

는 동안에 비상착수를 수행했다. 헬기조종사는 접근중 윈

항공기의 기구상으로 주로터기아상자와 엔진에 심각한 오

드시어 (진행방향에 대해 수직 또는 수평방향의 풍속변화)로 인

버토크가 기록되어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갑자기 비행고도를 잃어버렸다고 보고했다. 수면위

사고접수 후 보험자는 동 사고건 조사에 McLarens

최초 검사시에는 동체 우측의“I”Beam, 하단의 Belly

동체 하단부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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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간 구조스트링거

C-160 수송기

Aviation팀을 선임하였다. 오지의 섬으로 출장, 항공기운

동적부품은 항공기에서 제거해야하며, 동체는 바다의 적대

영사의 기술진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12백만달

적인 환경으로 생기는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후성

러의 항공기는 수리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면서 필요한 광범

플라스틱 보호덮개로 포장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운송

위 수리작업의 검토는 섬의 정비기지의 수리설비가 매우

도중 항계절풍으로 인한 거친 날씨 때문에 피해가 추가될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리가능한 Jakarta 인근 항공기운영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의 주기지로 운송해야 했다.

또 다른 선택사항은 손상된 S-76C++를 부분적으로 해

McLarens Aviation은 항공기를 섬에서 Jakarta로 운송할

체한 상태에서 3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항공편으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S-76C++를 운송가능한 선

Jakarta까지 운송하는 것이었다. 부분적으로 해체한 상태

편수단이있었으나 운송시간으로 바다에서 약 1주일을 보

로 S-76C++를 수용할 수 있고 섬의 짧은 1,190m 활주

내야만 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대형의 헬기들은 통상 바다

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이 지역의 항공편은 군사용 항

로 운송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침을 구하기 위하

공기인 C-160이었다.

여 비행기제작사와 협의 하였고 해상운송시 엔진을 비롯한

해상운송대비 항공운송의 위험편익요소를 검토한 후 이

C-160에 실린 시코르스키 S-76C++의 모습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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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미국, 캐나다, 호주지역 소재 수리기관과 협의에 착수
하였다. 항공기 원제작자가 논리적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OEM의 높은 비용과 비탄력성을 고려하면 승인된 유자격
독립 수리업자가 나은 선택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S-76C++에 대한 손해액 평가조사는 2곳의 수리기관에
의하여 실행되었는데 하나는 호주에 있는 시코르스키의 자
회사이었으며, 다른 회사는 독립적인 업체 캐나다 FAA로
부터 승인받은 수리업체였다. 2개의 후보업체와의 협의에
이어 업무수행능력, 가격조건 고려한 결과 캐나다 수리업
체로 정해졌다.

수리된 꼬리부리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일상적 부품의 검사와 조

해 관계자인 항공기운영사, 보험자, 시코르스키, 그리고

립 및 테스트는 항공기운영사의 직원이 하고, 이들 직원의

McLarens는 항공운송이 최선의 선택임에 의견일치를 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전문적인 구조적 수리작업에 한하여

았다.

캐나다 수리업체가 실행하는 내용의 업무조정협약에 대하

운송에 필요한 장비가 섬으로 운송된 후에 항공기운영사의

여 항공사운영사, 캐나다 수리업체와 당사가 동의하였다.

기술진들은 항공운송을 위하여 시코르스키 항공기에 준비

수리작업 진행중 주요이슈가 발생하였는데, S-76C++

작업을 하였다. 동시에 당사는 부분적으로 해체된 손상된

의 손상된 꼬리부리에 대한 상세한 도표작성 후에 광범위

항공기를 정비기지로 운송하기 위한 C-160를 찾아 임차

한 구조적 좌굴현상을 발견하였다. 시코르스키사는 더이

하였다.

상 S-76C++의 꼬리부리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

시코르스키의 이동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당사는

행기 제작사는 신규의 S-76D 꼬리부리를 800,000 달러

S-76C++에 적합한 수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지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여 S-76C++에 맞게 개조할 것을

수리된 시코르스키 S-76C++의 시험비행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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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하였다. 이 부품을 조달하는데 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

McLarens Aviation은 수리업체가 준비한 일별작업보고서

고, 개조작업에 추가로 4개월이 소요되어야 하므로(그 당시

를 검토함으로써 수리작업 Project를 세밀하게 관리하였으

작업과정은 정해지지도 않았음)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며, 수리작업의 진척도와 점검수리차 보내진 부품, 재료 및

이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다시 비행하기 위해 1년

구성품의 가격요소 등을 검토하기 위한 월별회의가 필요

이상의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연이 예상되었다.

하고 예정되어 있을 때는 화상회의도 하였다. McLarens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손상된 꼬리부리의 수리대안을 찾기

Aviation은 위탁계좌를 설정 및 관리 하였는데 보험자는 이

위해 캐나다 수리업체 기술진, 시코르스키 설계기술진과

계정에 선지급예치를 하였으며, 수리업체와 부품공급업체

여러차례 협의를 해야만 했다.

에게 시간급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

조정된 수리작업에는 캐나다에서 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한 지급단계적 지불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수리 Jig의 이용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꼬리부리는 우선

수리작업 완료후에 McLarens Aviation은 S-76C++상

순위 방식으로 전문적 수리시설에 수송되어졌다. 꼬리부리

의 수명이 있는 부품의 재연마와 분해조립으로 인한 성능

수리는 3개월 내에 완료되었는데 수리에 400,000달러 이

개선분을 손해사정에 감안했다. 캐나다 수리업체에 의하여

하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는 보험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모든 원가와 경비에 대한 검토작업도 수행되었다.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초기에 설정된 6개월의 수리작업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작업과 잔존 수명을 개선시키는 분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립 등에서 350,000달러 이상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6. 결론

6. CONCLUSION

Loss adjuster는 항상 대규모의 복잡한 사고를 처리하면서

The loss adjuster has always played a crucial role handling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보험자, 재보험자와 Loss

large and complex losses, however, inevitably the future is

adjuster의 미래가 상당한 변화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trending towards significant changes for both Insurers and

불가피하다.

Reinsurers, as well as for Loss Adjusters.

특히 국제적인 보험에서 증권이 발행될 때에 지정된

We have seen a trend, particularly with international Insurers,

Adjuster가 포함되는 추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조건에

of the inclusion of Nominated Adjusters when policies are

동의한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사고발생시 불필요한

issued. This protects all parties with agreed upon terms and,

지체를 방지한다. 24시 뉴스시스템과‘스마트폰만 있으면

when a loss occurs, it prevents unnecessary delays. With 24-

누구나 뉴스리포터가 될 수 있다.’
는 의식이 만연한 오늘

hour news cycles and the ‘everyone can be a news reporter

날 보험자와 재보험자는 더욱 신중해졌다.

if you have a smartphone’ mentality, Insurers and Reinsurers

피보험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have become more cautious. Many are adding legal

협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이 많은 보험자, 재보

representation to oversee projects so they have the protection

험자는 Project를 총괄할 법정대리인을 추가하여 의뢰인

of “attorney-client privilege,” whilst Insureds are requiring

비밀보호권이라는 보호장치를 설정하고 있다.

everyone working on the project to sign non-disclosure

보험사고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보다 높은 수

agreements.

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게된다. 오늘날 성공적

As claims have become bigger and more complex, we have

인 Loss adjuster는 34년전 필자가 이 직업을 시작했을

noticed the trend to deploy greater levels of expertise in

때에 비해 훨씬 많은 사건을 능숙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혹

handling them. Today’s successful loss adjuster has to j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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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와 같은 현상으로 손해사정이라는 직업은 대형사고

many, many more items than when I started in the profession

를 처리하는 전문적인 Adjuster와 취급건수의 물량위주인

34 years ago. Some would argue that this has caused the

일반 Adjuster로 양극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loss adjusting profession to become polarised with specialist

중심을 잡는 Adjuster는 점점 줄어들고 대형사고를 다룰

adjusters capable of managing the major claims and general

수 있는 경험많은 Adjuster가 미래에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adjusters handling the more straightforward “volume” claims.

것이 기우일까? 일부 Adjuster가 보다 많은 보상에만 이끌

Is there a risk that with fewer adjusters occupying the centre

려 손해사정산업 안팎 어느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 우려

ground, there may be a shortfall of experienced adjusters

는 악화될 것이다.

capable of handling the major losses of the future? This risk

McLarens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험이

will be exacerbated if some adjusters, attracted by greater

상대적으로 적은 Adjuster들을 경험많은 Adjuster와 함께

rewards, are enticed to move elsewhere within our industry

일하게 함으로써 소중한 경험을 얻고 대형화, 복잡화되어

or beyond it. At McLarens, to address this we are taking

가는 Project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

less experienced adjusters and pairing them with seasoned

키고 있다.

adjusters. They will earn valuable experience and be able to

책임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quickly advance to the larger, more complex projects.

실이다. Loss adjuster는 수많은 전문가, 건설업체와 공급

The reality is that today’s requirements for accountability

업체를 관리하고, 협력하여야만 한다. 또한 오늘날 주요하

are higher. Loss adjusters have to coordinate and manage

고 큰 규모의 손해조사에는 Forensic scientist, 전문기술

numerous experts, contractors and vendors. In addition,

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major and large loss investigations today require the expertise

Loss adjuster의 업무중 하나는 전문가 개입의 잠재적 필

of forensic scientists, specialist engineers or specialised

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있는 자문회사나 전문

independent consultants. Part of the loss adjuster’s job is

가를 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또한 Loss

not just to identify the potential need for expert assistance,

adjuster는 주어진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적응할

but to also recommend to Insurers and the Insured, the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신이 Project manager로서 점점

most capable firms or individuals to consult. Loss adjusters

전문화되어 가는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also need to be flexible and adaptable and it is an added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측면에서 손해사정이라는 직업은 젊

advantage to become increasingly specialised themselves as

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주지

project managers.

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미래보험사고의 보다 능률적, 경제

The bottom line is that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take

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손해사정업무 개발에 투자

care to ensure that the loss adjusting profession remains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attractive to young, talented people, and to invest in their
development so that the claims of the future can continue to
be managed efficiently and cos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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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고액사고
재물
종목

(KIA건 제외, 단위 : 억원)

화재

발생
손해액

계약자

업종

A

식품제조업

1월

경기

생산설비의 과열/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하여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
손해 발생

330

B

제지업

6월

경기

생산공정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
손해 발생

210

생산설비 정비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기계설비 소손

180

12월 경기

분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 발생하여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
손해 발생

167

C

재산종합

사고
사고월
지역

재생연료제조업 12월 경기

사고내용

D

제약업

E

석유화학업

8월

전남

가연성 가스 누출에 이은 착화로 화재 발생하여 구축물, 기계, 재고자산 등
손해 발생

129

F

석유화학업

4월

전남

반응기 튜브 및 촉매손상 발생

122

G

플라스틱제조업

8월

충남

공장동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 손해발생

106

H

차량제조업

10월 울산

태풍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하여 출고대기장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차량 및
공장, 기계 침수피해 발생

100

I

방직업

12월 경기

생산설비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후 건물 및 주변 원단/기계설비로
확산되어 전손피해 발생

92

J

배터리제조업

10월 충남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건물, 기계, 원자재 등에 손해 발생

90

기술

(KIA건 제외, 단위 : 억원)

종목

계약자

업종

사고월

사고
지역

EAR

A

발전소

5월

충남

탈황설비 흡수탑에서 화재 발생하여 현장 설치된 배관 및 설비 소손

315

B

철도

1월

강원

복선전철 시공구간 중 아치교량 형틀 및 가시설물이 넘어지면서 파손

44

C

교량

7월

전남

해상교량 공사 중 상판이 한쪽으로 무너져 상판 및 교각이 파손

43

D

도로

7월

경기

고속도로 공사 중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면유실 및 옹벽파손 발생함

33

E

부지조성

10월 경남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사면유실 및 옹벽파손

30

7월

경북

고속도로공사 중 절토사면이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유실

29

7월

충북

도로확장공사 중 집중호우에 따른 절토사면의 붕괴사고 발생

25

4월

전남

크레인선이 조류/바람영향으로 교량상판과 충돌하여 교량상판, 교좌장치
및 주탑이 파손

21

CAR

F
G

도로

발생
손해액

사고내용

H

교량

I

부지조성

10월 경남

태풍으로 건설중인 방음벽 및 호안이 파손

18

J

항만

10월 전남

태풍으로 인한 큰 너울로 공사중인 호안부 및 접안부 전체가 융기 및 침하함

18

Statistics Analysis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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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종목
전문배상

(KIA건 제외, 단위 : 억원)

계약자
A
B

업종
금융업

C
일반배상

전문배상

일반배상

D

사고월

사고
지역

1월

인천

피보험자 직원의 사기행위로 금전손해 발생

23

4월

서울

피보험자 직원이 브로커와 청탁, 사기대출 실시하여 금전손해 발생

18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14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13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10

3월
건설업

E

8월

서울

9월

F

제조업

5월

충주

피보험자가 공급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 발생

10

G

금융업

5월

서울

자사주 염가매각으로 인한 주주대표 소송제기

7

H

건설업

8월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6

7월

목포

피보험자가 공급한 에어컨에서 화재발생

6

8월

중국

피보험자가 공급한 로봇의 불량으로 주변장비를 오염시킴

5

I
J

제조업

해상

(KIA건 제외, 단위 : 억원)

종목

계약자

업종

적하

A

자동차제조업

선박

B

항공

C

항공

선박

항공
선박

E

사고월

사고
지역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10월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해 야적장에 보관되고 있던 자동차 침수 및 파손

827

선박건조업

6월

경남

방수커버 미설치로 인해 압축기 기어박스에 녹손발생

366

항공업

8월

인천

항공기를 격납고에서 활주로로 견인 중 격납고문에 꼬리날개 접촉

319

10월 울산

태풍으로 인해 리그선 Thruster와 안벽손상

207

11월 경남

평형수 탱크주입 중 본선 중앙부 전체(150m)가 휘며 변형됨

160

1월

경남

LPG선 용접작업 중 카고탱크에 화재발생

108

D
선박

발생
손해액

사고내용

선박건조업

F
G

여객운송업

2월

중국

조선소에서 정기수리 중 용접부주의로 인한 가스폭발 발생

95

H

항공업

6월

미국

착륙직후 항공기 엔진에서 화재발생

85

I

선박건조업

9월

울산

크레인작업 부주의로 LNG선 카고탱크 파손됨

82

J

여객운송업

10월 일본

쾌속여객선의 선수부 스트러트가 미확인 물체와 충돌하여 파손됨

80

K

선박건조업

10월 울산

태풍으로 인해 Oil Tanker 선체와 안벽손상

73

L

종합도매업

12월 경남

방파제 근처에서 SEP 바지선침몰

69

M

항공업

1월

제주

공항착륙 직후 항공기 엔진덮개 손상발견

67

8월

울산

LNG선 Cargo Tank 보온재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손 발생

65

11월

경남

해양시추설비 건조 중 철제다리가 넘어져 파손됨

60

N
O

선박건조업

※ 발생손해액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추후에 변동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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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보험』격변하는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줄『The RISK』
로 거듭난다
1986년 창간된『위험과 보험』
이 지난 30년에 걸쳐 축적해 온 범 시대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보험과 위험관리분야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해법제시형 오피니언 리더지『The RISK』
로
재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총 발간호(1986년~2016, 30년) 122호 총 게시원고 819개

90

12

60
80

81

저자분류
전체

26
329

(상위6개 구분)

6

7

보험
32

14

저자분류

자연재해 78개 10%

103

(세부)

7

(상위6개 구분)
17

9

179

24

주제분류

당사

329

40%

원보사

103

58%

지진

24

31%

보험

179

22%

협회 등

32

18%

풍수재

17

22%

학계

81

10%

손해사정사 26

14%

기상이변

9

11%

관공서

80

10%

재보험사 12

7%

하절기

7

9%

계약자

60

7%

중계사

3%

일반

14

18%

기타

90

11%

기타

7

9%

6

Readers ' opinion

『The RISK』창간, 글로벌 리스크 전문지로 재도약하기를
보험산업은 지난 30년동안 괄목할만한 외형성장과 더불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기업리
스크를 기반화한 위험관리의 한 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성장
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손익관점 및 보유관점으로 바뀜에 따라 리스크관리가 무엇보다 중
요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위험과 보험』
은 기업리스크에 대한 이슈와 사고 등을 신속하게 다루고 보험과 연

김광섭

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전문지로서 그 역할과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LIG시스템
손보서비스본부
위험관리담당

으로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오
랜 기간 위험관리 전문지로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리스크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과 이
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며, 재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
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글로벌한 보험이슈를 선점하고 해외 전문지와도 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관리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술이 발전하고 자산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잠재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차원의 보다 선진화된 관리기법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위험관
리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업체의 위험관리사례 등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다루
어 주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위험관리가 한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위험관리 전문지로서의 지난 3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30년, 회사의 위상과
더불어 글로벌 전문지로 재도약하는 첫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86년부터 코리안리가 매분기 발간하는『위험과 보험』
이
2017년 창간 30주년을 맞이하여『The RISK』
로
재창간하게 됨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위험과 보험』
지를 발간하는 코리안리도 지난 30년간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10위 이내의
회사로 급성장한 글로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The RISK』
지는 향후 코리안리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 시사

유홍성

성, 국제성을 가진 전문지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자산관리팀
(보험담당) 차장

향후 보험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산업계 종사자로서 몇가지 요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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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The RISK』
에 바란다

첫째, 필자의 다양화입니다.
지난『위험과 보험』
지의 필자를 보면 주로 국내의 법률분야 교수, 공무원, 보험업계 종사
자, 산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지로 향후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필자의 기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재보험이 가지는 국제성에 부응하여 영어판도
동시에 나오는 정보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해외재보험시장 분석,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유일의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가 발행하는『The RISK』
지의 타 기관 발간
물과의 차별화와 전문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셋째, 주요 사고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후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 후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처노력, 보험금수령 처리절
차, 사고에 대비하여 추가로 가입이 필요한 보험종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제시가 필
요합니다.
다시 한 번 새롭게 재 창간하는『The RISK』
지의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The RISK』재창간을 축하하며…
지난 30년간 업계의 정보와 전문지식의 전달과 공유에 앞장서 온『위험과 보험』
지의
『The RISK』로의 재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리안리의 발자취를 가까이서 지
켜 본 업계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The RISK』
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
으로 독자의견을 기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발간물의 홍수 속에서『The RISK』
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주제의 중복을 배제하고, 분기발간 계간지의 특성상 제한사항은 있겠으나 가

원창현

급적 시의성을 반영한 업계 관심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선택과 집중의『The RISK』
가

한국화재보험협회
차장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유일 전업재보험사로서 명실공히 재보험업계의 전문가 집단이라
고 할 수 있는 코리안리 내부저자(재보험 UW, 손해사정, 위험관리담당 등)의 기고문을
통해『The RISK』
(Risk Solutions of Korean Re)라는 제호 그대로 각종 현안에 대한 코
리안리만의 시각과 해법 또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코리안리의 격에 어울리는 글로벌 전문지로 발전하기 위
해 향후 영문판 발간, 해외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국제 유수 재보험자들의 발간물처럼
국내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세계 독자들이 즐겨읽고 추천하며 논의할 수 있는『The

Readers ‘ opinion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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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 opinion

RISK』
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의 30주년을 기념한 재창간이 단순히 주제와 해법의 제시라는 단편적 의미를 넘어
글로벌 리딩 재보험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코리안리의 전문성에서 발로한 통찰을 통해 전
달되는 신선한 자극과 심심한 울림, 그 감동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좀 더 많은 손해사정 실무현안을 다루고,
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선도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코리안리의『위험과 보험』
… 매호 기다려지며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매번 기대에 부응하
는 유익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코리안리의 전문지다운 품격을 생각하곤 합니다.
지난 몇 년 치는 개인적으로 모두 소장하고 있는데 그 만큼 두고두고 꺼내서 다시 볼 내용
이 많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 각 산업분야의 전문가 등 다

정형익

양한 분들이 보내온 글을 보며 솔직히 만든 이의 정성과 폭넓은 필진 섭외능력에 놀라곤

뮌헨재보험, 상무

했습니다.
제게도 몇 차례 기고요청이 있었지만 번번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여하지 못한 점 두고
두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험과 보험의 우리업계 손해사정부문에 있어서의 역할은 실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손해사정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호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엿볼 수 있는 몇
몇 기획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업의 규모와 손해사정부문 종사자의
수를 놓고 볼 때 업무관련 전문지나 연구서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손해사정업무는 매 사건마다 무수히 많은 이슈들과 마주하게 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약관과 보험제도 취지에 맞춰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참고가 될만한 좋은 글은 얻게 되면 그렇게 고맙고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해사정업계에는 그러한 도움의 글이 너무나도 부족합니
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코리안리의『위험과 보험』
지 같은 전문지가 앞장서 나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실무현안 이슈에 관한 특별기고 등을 통해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바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이를 연례 업계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가는 등, 체계적
으로 하나씩 다루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만큼 업계발전에 기여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The RISK』
로의
재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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