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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에서만 2150억원의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손해보험사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위험은 더 이상 먼

1,433억원 규모였다. 이러한 피해는 태풍, 홍수뿐만 아니

미래의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위험성을 경제

라 한파, 폭염 등으로 최근 다양화되고 있다. 2014년 미국

학적으로 분석한 스턴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기

에서는 20년만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1만8,000편 이상

후변동성 증가, 기온상승, 열파의 위험증가, 습한 겨울과

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열차운행도 차질을 빚었으며 경제

건조한 여름, 강우패턴의 변화, 가뭄과 홍수의 위험증가,

적 손실은 50억달러로 나타났다. 2015년 유럽에서는 폭염

해수면상승, 해일의 빈도와 심각도 증가, 폭풍의 강도와 빈

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량이 19% 감소하였다.

도 횟수증가 등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들은 기업의 활동에

과거 빈도가 낮고 위험성이 높았던 이같은 위험은 빈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

증가하고 위험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

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다. 또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있어 불확실성 역시 높아

본질과 잠재적인 영향,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취

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측면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위험에

약성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영향으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

다고 언급하였다.

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 역시 최근 들어 빈번하게 보

자신의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고되고 있다. 2013년 태풍 하이옌으로 인하여 필리핀에서

필요하다.

집계에 따른 사고접수는 총 3만3천106건, 추정손해액은

는 GDP의 약 3.3%에 달하는 약 15조의 경제손실이 나타
났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 하락하였다. 2011년 태
국에서도 대홍수로 인하여 IT업계에 막대한 손실이 나타
났으며 니콘을 비롯하여, 하드디스크 제조공장들이 피해

2. 민간기업의 신종위험:기후변화 영향

를 입었다. 국내에서도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부산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따른 위험요소는 이미 기후

항 컨테이너부두의 대형 크레인이 전복되어 수출입화물 처

변화 적응과 관련된 많은 보고서들에서 다양하게 논의

리에 피해를 입었고, 산업계의 피해금액이 약 3,388억 규

되고 있다.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모로 나타났다. 2016년 태풍 차바는 산업시설이 집중된 울

가 2008년에 발표한『Adapting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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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siness Approach』
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산업부

리적 영향은 매우 중요한 신종위험이다. Network for

문으로 보험산업, 농업,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에너지,

Business Sustainability 역시 2009년 비즈니스와 관련

수자원, 건축 및 건설, 금융 및 은행 등 7개 영역을 제시

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보고서를

하였다.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와

통하여 산업의 각 부문별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영향

Network for Business Sustainability에서 제시된 산업

으로 인한 신종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현재의

의 각 부문별로 제시된 기후변화관련 신종위험을 정리하

장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면 표1.과 같다.

표 1. 산업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따른 위험요소
부문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따른 위험요소
•피크전력수요 증가, 시설 및 인프라 손상위험증가, 최대용량 초과위험, 시스템결함 가능성 등
•잠재적인 물부족현상으로 인한 수력발전소 에너지출력 불확실성
•물공급 이상으로 인한 냉각발전소 출력의 불확실성
•높은 규제수준과 평판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등 위험증가

에너지, 전력

•사업중단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계약의무 충족실패 가능성 증가
•기후영향에 따른 고객수요변화(난방수요감소, 사업구조변화 등)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수력발전소 및 발전소 냉각어려움
•가스 및 에너지 원료추출 효율성 저하, 석유정제능력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 가스, 오일, 발전소 등 에너지시설 위험성 증가
•	장기적인 날씨동향, 기상이변과 물공급, 원재료의 물리적 위험으로 인해 신선한 생산(품질), 공급,

식품, 담배 및 음료

신뢰성에 영향
•동물감염(조류독감 등), 곤충피해로 인한 큰 위험
•식물질병, 야생동물피해 등
•기상이변으로 자재운송 방해 및 건설작업에 영향, 기후변화로 인프라(배수 등) 활용의 제약
•여름철 과도한 열로 인한 건설과정과 현장인력의 영향

건축설계 및 건설

•기후변화에 맞는 명확하고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기준의 요구
•신축과 건설과정에서 적용되는 보험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건축자재 손상과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한 건설비용 증대
•물리적 리스크 강도에 대한 고객요구 변화와 신기술개발비용 증대
•종합적인 자연재해에 증가하는 자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해모델개발이 필요
•사업운영의 중단에 따른 재정적 영향 예측필요
•물자원에 대한 경쟁이 작물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상업위험을 증가

보험

•인간의 건강악화 및 매개체 감염질병의 증가위험
•장기간의 악천후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보험사의 보상금액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일부자산의 비보험화와 보험비용증가
•가격패턴의 변화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
•미래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무더위로 인한 냉장유통 및 저장과 가축수송문제

농업

•홍수로 인해 교통인프라나 서비스중단 등 원료수송문제 발생
•물가용량 제한과 급수시스템공급의 잠재적 중단위험

Emerging Risk 신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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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상 및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업생산품의 품질저하와 생산량 저하 문제
•홍수, 폭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토지손실
•해충/질병 등으로 인한 농작물 품질악화, 생산량 감소

농업

•무더위로 인한 인력노출
•강풍, 폭우, 폭염 등에 의한 농장피해
•새로운 작물 및 변화에 대한 적응실패 및 손실
•날씨변화에 따른 가축의 생리학적 변화 및 유통, 우유생산 감소문제
•공급체계중단과 높은 가치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 자동차 등의 취약한 교통시스템
•인력, 건강, 생산공정의 성능을 위해 생산환경을 맞춰줘야 하는 문제

제조

•습도의 증가로 제품의 건조시간 증가
•원료가격 상승과 사업공정중단으로 인한 비용증가
•높은 에너지수요에 따른 비용증가
•예측불가능한 기상패턴의 변화로 인한 관광수요 불확실성 증대
•지역의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관광패턴 변화 증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 및 생태자원손실로 관광지매력 하락과 피해
•긴 여름으로 인한 아열대지역관광 감소
•적설량 부족으로 인한 겨울관광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휴양지 침식 및 연안생태계 변화 등 관광지역 피해
•수량감소, 사용가능한 수자원의 질저하
•강우패턴변화 및 홍수, 가뭄 등 강도증가에 따른 수자원부족

수자원

•수자원 내 오염물질 증가와 처리비용 증대
•수자원 공급인프라의 시설손상위험 증대와 시설보강을 위한 비용증대
•음식, 음료, 농업, 에너지, 관광 등 다른 공급사슬에 대한 영향증대

(출처: P
 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2008) Adapting to Climate Change: A Business Approach, Network for Business Sustainability (2009).
usines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표1.에서 제시된 위험요소들은 산업영역을 중심으

Effects of Climate on...

로 한 일반적인 형태의 위험들이다. 이러한 위험들
이 민간기업에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그 기업의 사업영역을 확인하고

BROADER NETWORK

...public / private electric
and water utilities and
other infrastructure

VALUE CHAIN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무엇이 연계되어 있는지 파

...supplies of
natyral resources
and raw materials

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신종위험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서 Pew
Center on Climate Change는 Risk Disk와 리스
크스크리닝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disruptions ...other
to supply inputs into
chain
production

CORE OPERATIONS

physical assets, ...workforce ...customers’
and
access to
production
changing
product
processes,
lifestyles
or O&M

...customers and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governmentsuppli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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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2008) Adapting to Climate Change: A Business Approach)

Is climate
important to
business risk?

Y

Physical
assets,
production
processes,
or O&M?

Is there an immediate
threat based on current
climate conditions?

N

Raw materials,
Water and electric
supplies of inputs, utilities, transport, and
workforce,
other public and private
or demand for
infrastructure and
product?
services?
Does the threat involve a long-term investment
or contract, a lengthy implementation period, or
substantial financial outlays involved in decision
making to respond to the threat?

Y

N

Category
3 Risk

N

Climate is not
a high priority

Y

Is a high value at stake if a wrong decision is made?

N

Category
2 Risk

Y
Category
1 Risk

Monitor and
reassess in
future

Take action to assess
risk in detail and
respond

그림 1. Risk Disk와 기후변화리스크 스크리닝의 과정

3.	민간기업의 기후변화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외동향

Tool, QuickCheck 등을 개발하여 정부차원에서 제시하

민간기업의 기후변화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움직

추정을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한다. KLIMACHECK의

임은 기후변화리스크 평가에 대한 도구를 개발하고 제도를

리스크 평가프로세스를 보면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마련하는 형태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KLIMACHECK는 4가지의 평가모듈로 구성된다.

우선 기후변화리스크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영국의

모듈1은 기업의 사업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타입에 따

경우 민간기업의 기후영향평가도구인 BACLIAT(Business

라 리스크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Areas Climate Impacts Assessment Tool)를 개발하여 제

은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프로파일을 설

시하고 있다. 이 도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신종위험

정한다.

의 잠재적 영향을 기업이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2는 리스크 식별과정으로 제시된 리스크에 대해 기업

주요한 체크리스트와 워크숍 기반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별한다.

BACLIAT는 과거 기상을 평가하는 워크숍 A, 기업의 사업

모듈3은 리스크 평가과정으로 선택된 리스크에 대한 메트릭

영역과 미래기후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워크숍 B, 적응과

스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한다. 리스크메트릭스는 영향정

관련된 적용범위를 마련하는 워크숍 Ci, 가능한 적용범위

도(Schadensausmaβ)와 발생확률(Eintrittswahrscheinlichkeit)

내에서 영향과 대응목록을 도출하는 워크숍 Cii, 그리고 새

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를 진행한다.

로운 사업기회의 영역을 탐색하는 워크숍 Ciii로 구성된다.

모듈4는 리스크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의 식별(Maβnahmen-

독일의 경우는 기후변화적응 지원도구로서 KLIMACHECK

identifikation) 로서 리스크대응을 위한 힌트 및 솔루션

고 있다. KLIMACHECK의 경우 Excel을 기반으로 리스
크평가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지원도구이며 피해에 대한

Emerging Risk 신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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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ndesministeriumfürWirtchaft und Energie)

Exel-Tool
+ digitaler Leitfaden

KLIMACHECK

Auswahl aus
Risikokatalog mit
automatischer
Vorselekion

Typisierung

Risikoidentifikation

Erste Einordnung des
Untemehmens
(Risikoprofil)

Hinweise und
Lösungsansätze

Risikobewertung

Maβnahmenidentifikation

Qualitative Risikobewertung,
und Priorisierung

그림 2. 독일의 민간기업 기후리스크 평가도구인 KLIMACHECK의 구조

(출처: BundesministeriumfürWirtchaft und Energie)

그림 3. KLIMACHECK 도구

(Hinweise und Lösungsansätze)을 제공한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를 준비하고 앞으로 무엇을 사업

QuickCheck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지에 대해 설문을 적용하여

받는지 몇 가지 설문 문항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평가한다.

Web기반 도구이다. 기업의 담당자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미국은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노력으로 투자자들을 보

8

(출처: http://www.nordwest2050.de/)

그림 4. Quick Check의 설문구성화면 및 결과도출화면

호하기 위한 증권감독관청인 SEC (The Securities and

‘Regulation S-K’
의 503조는 기업투자의 리스크를 높이

Exchange Commission)를 중심으로 2010년 기후변화리

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스크 공시지침(Guidance for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위험 및 특정위험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하

Change Risks)을 채택하고 있다.

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를 중요한 리스

현재 기업의 연차보고서의 공시범위를 규정하는
‘Regulation

크로 포함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업들이 고려

S-K’
상에 기후변화리스크의 공시를 명확히하여 해당기

하거나 공시해야 하는 4가지의 기후변화리스크는 표 2.와

업의 기후변화리스크 공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같다.

표 2. 기후변화리스크 공시사항
항목

공시 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

법령이나
규제에 따른 영향

•	기후변화에 관한 현행 법령이나 규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업은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함
•	일정한 경우, 현행 법령·규제뿐만 아니라 제안되거나 심의중인 법령·규제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중
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업은 이를 공시함

국제협약과 조약이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국제협약과 조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
부를 검토,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공시함

규제나 업계동향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	기후변화에 관한 규제나 산업동향이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간접영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것이
중대할 때에는 공시함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

•	기후변화가 기업경영에 물리적 영향을 가져왔거나 초래할 잠재적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업은 검
토하여 그 영향이 중대할 때에는 공시
(출처: 이도경(2010) 미국 SEC의 기후변화리스크 공시지침)
Emerging Risk 신종위험

9

4.	민간기업의 기후변화리스크 평가를
위한 CRAS시스템

가의 과정은 ISO 31000을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5.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업의 기후변화리스크 평가시스템인

민간기업에서 나타날 확률을 DB로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CRAS(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System)을 개발

의 재무제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화폐화된 피해예상금액을

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자신의 사업영역과

확률구간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관련되는 기후변화리스크를 식별하고 선택하여 이를 평가

기후변화시나리오는 IPCC의 RCP 4.5, RCP 8.5 시나리

하는 도구이다.

오를 반영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CRAS시스템을 통해 자

우선 폭염, 한파, 홍수, 폭설 등 총 4개의 주요한 기후변화

신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기후변화관련 신종위험을 체크하

영향을 9개의 비즈니스리스크 요소와 연계한다. 기후변화

고 평가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미래의 민간기업의 피

영향-비즈니스리스크로 연계된 기후변화위험은 재무적인

해전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같다.
CRAS 시스템은 4가지의 기후변화영향과 기후변화영향이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요소와 연계되어 평가된다. 리스크평
(출처 : Kim and Lee (2016) Development of a Web-Based Tool for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in the Business Sector)

ISO31000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Framework of Company
Establishing the context

Establishing the context

Risk Assessment

Risk Identification

- Financial statement of company
- Location of company
- Future economic growth scenario

Risk Identification

- Climate risk cards on Company
- Understanding the risks of climate change impact
-	Selection the elimatic hazard in the field of heat wave,
cold wave, heavy rain, and heavy snow

Risk Analysis
Risk Analysis

Risk Evaluating

- Likelihood of climatic hazard
-	Assessing the preparedness of company in selected climate
risk using checklist
-	Connection between climate risk and factors of financial statement

Risk Evaluating

- Priority’s matrix of climate risk
-	Estimated the change of financial statement the future
considering climate risk

Risk Treatment
Risk Treatment

- Guideline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company
- Information of case studies in similar company’s adaptation

그림 5. CRAS의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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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ras.kei.re.kr)

그림 6. CRAS와 분석결과 예시
Emerging Risk 신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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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제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

민간기업에서 기후변화리스크를 신종위험으로 단기적으로

화의 영향은 아직 불확실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를 제어하고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기업의 사업구성에 영향을 주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혁신이 머지않아 나타

는 단기적인 측면의 다양한 위험을 고려해 볼 때 기후변화

날 것이라고 확신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불확실성이 높

리스크는 아직 현실화되기 어려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리

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혁신이 나

스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

타날 것이라는 믿음 역시 불확실성과 낙관론에 근거한 기

의 요소도 아니며, 특히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술결정론일 뿐이다.

영향이 자신의 기업에게 나타날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영향을 신종위험의 하나로 받아들

기 때문이다.

이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모든 기업의 경영계획에 보이지 않는 전제조건은 기후조건

것이다.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은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

이다. 기존의 지배적이던 패러다임에서 기후조건은‘과거

지만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 탄생한다는 것

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쉽게 변하지

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리스크 역시 누군가 문제를

않는 조건’
이었다. 하지만 기후조건이 변화한다는 것은 민

해결해주기 이전에 스스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

간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서 안정적인 전

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12

과 대응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간혹 누군가는 기후변

시장환경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1. 들어가며
2. 국내 소방시설관련 법제도
3. 전통시장의 화재발생현황
4.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요인

배 재 현 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5. 전통시장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6. 나가며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시장환경

13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요인과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에

설 연휴를 코앞에 둔 2017년 1월 15일 여수 수산시장에서

장의 화재발생현황과 화재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전통시장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4곳이 전소되는 등 1층 120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전통시

1)

점포 중 116개가 불에 타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져
한 시간도 안 돼 시장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번 사고는 대구
서문시장화재(2016. 11. 30)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대

2. 국내 소방시설관련 법제도

2005년 12월 29일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220여개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점포를 불태우고 187억여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냈다.2)

국내 소방시설 관련내용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이러한 전통시장 내 화재사고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 법률에서

고 있다. 전통시장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

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특정소방대

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지역상인들

상물’
을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내

의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는 특정소방

2002년 정부는「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형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은 10년 전인

를 위한 특별조치법」
, 2004년「전통시장육성을 위한 특별
법」
, 2006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2.2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제정하여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

소방시설은 해당 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입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전통시장은 노후건축물이 밀

해 있는 매장크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장

집된 지역이 많고 전문적인 설비관리가 미흡한 지역이 많아

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건물의 크기에 따라「화재예방, 소

여전히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된

1) 시장 1층 개방형좌판 120개 점포 중 116개(4곳 전소)가 피해를 보았다.
2)	대구 서문시장은 지난 1970년 개장 이후 1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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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방시설”
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소방시설 등”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밖에 소방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
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 건물들이 모여있는 형태인 경
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각각의 건물들에 대하여「화재예

3. 전통시장의 화재발생현황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건수는 총 350건이며 피해액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유지관리된다.

은 48억2천2백만원으로 매년 평균 70건 정도의 화재가 발

따라서 이는 소상공인이 개인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산피해액의 경우 소방추

건물주가 건축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소상

산 10억원 정도이나 실제 상인들의 재산피해액은 이보다

공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자체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소화기

훨씬 커 영세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도만 설치하면 된다.

또한 전통시장은 다음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점가,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시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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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백화점 등 다른 판매시설과 비교해 볼 때 화재발생건당 재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산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원인은 전통시

2011년

68

1,104

16.2

장의 구조적 문제, 소방시설의 노후화 등 전통시장의 고질

2012년

72

474

6.6

적인 안전취약요인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69

1,310

19

2014년

63

958

15.2

2015년

78

974

12.5

합계

350

4,822

13.8

(자료: 국민안전처,「화재통계연감」
, 2011~2015)

표 2. 전통시장과 타 판매시설 화재현황 비교

4.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요인
4.1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

(단위: 건, 백만원)

전통시장의 경우 주거겸용 또는 소규모 상가건물과 20년

시설명

화재건수

총피해액

건당 피해액

이상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이 구

시장

350

4,822

13.8

조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

상점가

660

6,537

9.90

쇼핑센터

93

739

7.95

섬유, 플라스틱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발생 시

백화점

34

168

4.94

(자료: 국민안전처,「화재통계연감」
, 2011~2015)

고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로 인
해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은 화재예방 및 방호측면
의 한계로 작용하며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활동과 신속한
대피를 실시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4.2 노후한 전기·가스·소방시설관리 미흡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들은 시설경과연수가 많아 용량부
족 및 노후화된 것이 많으며 무분별한 가스사용 등으로 인
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근 5년간
('11~'15) 전통시장화재에 대한 주요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350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78건으로 절
반 (50.9%)을 넘어 실제로도 전통시장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3)
가연성 가스사용시설에 있어서도 가스용기·밸브·배관 등
시설관리 및 취급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결과를 살펴보면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에 있
어서 가스용기불량 45.3%, 배관·호스불량 31.2%, 가스
누출자동차단장치 불량·미설치 26.8%로 가장 기본이 되
는 가스용기 및 배관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3) 국민안전처,「최근 5년간 시장화재발생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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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4) 또한 섬유 등 가연성물질 판매매장과 화기 및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LPG·LNG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혼재되어 대형 화재위
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4.4 안전교육부족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회의 화재안전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4.3 소방시설 적용 및 소화활동곤란

일부 상인회의 주도로 소방시설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

전통시장은 1950~60년대 생성되면서 당시 소방법규를

으나 참석률이 저조하며 교육에 참가한 일부 상인의 경우

적용받아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설비가 대부분

에도 생업을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이며 앞서 살펴본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연소확대

러한 결과로 화재안전진단 시 화재경보설비의 기능에 대해

방지시설(방화구획) 및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일부

서는 일부 상인들의 경우 인지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작

전통시장의 경우 리모델링형태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동요령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

있긴 하지만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개별동으

는 것으로 나타났다.6)

로 증축되는 등 소방관련법상 소방·방화시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장주위에 전선이 정비되지 않아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

5. 전통시장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아 화재진압작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5) 특히 시장주변의

5.1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화재보험정책과의 연계

불법주차와 생계형 노점상의 소방도로점유 등으로 소방차

전통시장의 발전과 소방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5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종합결과보고서』2015, p.45
5)	박두석,「전통시장의 화재취약요인과 소방안전대책」
,『방재와 보험』
, 한국화재보험협회, 통권 151호, 2014, pp.9~10.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5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종합결과보고서』2015,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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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상

5.2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강화

권회복을 위하여 2001년부터 각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

상가형 건물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시설

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화재안전측면을 중

을 관리하고 있어 전기에 의한 화재 등의 발생우려가 낮지

점적으로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환경개선사업을

만 골목형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어 전기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설 관리부분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이와 함께 이러한 시설현대화사업과 화재보험 확대정책을
7)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상인 및 상인회에서 직접 안전관리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은

자를 대신하여 전기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안전사고

화재발생 시 전통시장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업복

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8) 노후된 전기설비는 화재 및 감전

귀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등 점화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수리 및 개선이

개별점포들의 화재위험을 완화시킴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발적으로 보험인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지역소방서)를 비롯한 전기 및 가스

다. 이 과정에서 시장상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화재취약부분에

의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자치단체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김정주,「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제73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10.25.
8) 김현식,「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방재와 보험』
, vol.161, 2016.,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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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체 안전관리활동 강화
전통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불법적치물관리

6. 나가며

및 소방진입로확보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점검만으로는 지

전통시장의 화재는 다양한 화재취약요인으로 인하여 발생

속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

하게 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이 무

화재예방 및 초동대응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의용소방

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

대와 연계한 자율소방대구성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점검 실시, 시장현대화사업 확대 등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

바탕으로 한 자체안전관리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시장과 인접한 유사상가 상인들 및 시장 내 주택 등에 거주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의 현대화

하는 주민들과의 화재예방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

사업에는 많은 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

로써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화재안전관리체계를 구

결과와 화재통계를 살펴봤을 때 한정된 예산과 시간하에서

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은 노후한
전기배선을 비롯한 전기시설보수라 할 수 있다. 모든 안전

5.4	소방통로확보 및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설정

문제를 일시에 처리할 수 없다면 전기시설 정비사업만이라

소방차진입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다만 국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장자체의

및 적치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노력

자생력이 없다면 투입된 예산은 소모적인 투자가 될 수 있

과 함께 정기적인 단속과 장애물정비를 실시하고 좌판의

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우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개조하거나 시장통로 내 가이

는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제고 및 자체안전관리시스템구축

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9)

드라인을 설정하여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

과 함께 타 시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시장자체

형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방화구

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할

획설치를 재래시장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것이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사양위주의 규정
이 아니라 재래시장별로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
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성능위주 소방설
계가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10)

9)	장영환,「전통시장의 화재위험특성과 안전관리」
,『방재와 보험』
, vol.151, 2014., p.15.
10)	국민안전처,『재래시장 최적화 방화구획 설계를 기반한 수막설비개발』
, 2016.,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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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보험산업의 미래

1.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변화는 간단히 말해 제조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Technology)을 융합하여 작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이를 기점

다.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으

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가 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TV의 각종 시사프

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술은 사물

로그램은 물론 신문매체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게 되었다.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이 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자동화, 사물인터넷 등 여러

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간단히 줄여서 ICBM이라 부르고

가지 기술변화들과 이것으로 촉발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있다.

사실 2016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ICBM은 원래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 Continental Ballistic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Missile)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어

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에 그 변화들을 통칭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기이다. 그러나 이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더 충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업과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소)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
+
시맨틱 메모

중앙제어기
무겁고 경직

소품종
대량생산
Mass
Production

VS

가볍고 유연

일괄공정

모듈공정

순차, 고정설비

가변유연설비

중앙집중제어

자율분산제어

유선통신

무선통신

실시간 위치파악 불가

실시간 위치추적

다품종
소량생산
Mass
Custo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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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T. Kearney analysis)

Market structure
Shift in industry
boundariesl

Shift in nature
of risk

Core business model
Finer customer
segmentation

Improved risk
understanding

Value
proposition

Enhanced loss
management

Shift in source
of liability

•	Expansion from reactive restitution to proactive protection
and prevention
•	Shift from event-based transactions to richer and more
frequent life episode-based interactionsMass

New business model
Shift in product
portfolios

Holistic solutions to meet
Customer needs

Alternative models to
monetize assets

는 것은 또 다른 ICBM으로 지칭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인의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더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ICBM은 특정지역, 특정분야에 한정

상 맞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의 취향에 딱맞는 상품을 구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시킬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잘 준비해서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도 이에 맞추어 완전히

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와 연결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될 것이다. 우리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세계

제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의 완전자동화가 이루어질

를 제패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가 이러한 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로봇에

업혁명에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도

의한 자동 대량생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기계설비 뿐만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이로 인

아니라 소재와 반제품에 센서, 메모리를 부착하여 소비자주

한 보험산업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

문에 알맞은 소재 및 반제품을 생산장비 스스로 취사선택해

가오는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가공 조립하는 자율제어생산체계로 전환하여 소비자취향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에 맞추어 제품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

주도하는 기술과 이것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소품종 대량생산체계가 다

고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살

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펴보도록 하겠다.

것은 사물인터넷기술을 바탕으로 양방향 정보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신기술동향

이러한 기술은 제조업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속으로 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 중에서 보

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포함해

험산업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은

서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IoT기술, 바이오기술, 그리고 인공지능기술 등이다.

당연시하던 사실들, 예를 들어 대량생산된 제품 중에서 개

먼저 IoT 기술발달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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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래할 것이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사물이

1.2 보험산업의 미래

어떤 상태로 무엇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신기술들이 만들어내는 보험산업의 미래를 살펴보면 먼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상호간

저 IoT가 새로운 연결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존의 보험산업

연결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개인과 사회의 생활수준을 향상

을 파괴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특히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

Connected Self, Connected Car, Connected Home

산업은 Io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분석과 보장

으로 표현되는 모델이 새로운 핵심 비즈니스모델이 될 것이

이 가능해질 것이며, 실시간으로 연결됨에 따라 보험회사

다. 이러한 연결을 통하여 보험회사는 소비자와 실시간으

는 사고발생 전부터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

로 소통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험의 세분화

어 보험회사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IoT는 연결

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정교한 리스크평가가 가능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존의 보험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성

해지고 보상역량도 강화되어 최종적으로 고객만족도가 증

장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하게 될 것이다.

바이오기술 발달로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쉬워짐에 따

Connected Self로 표현되는 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보면 웨

라 헬스케어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

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사람들이 착용하기

할 수 있는 바이오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IoT기술과 결

시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합한 헬스케어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헬스케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바이오기술과 IoT기술 융합으로 보

어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목

험회사는 보장성 보험판매에서 헬스케어서비스로 업무영역

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돕기위해 제공하는 상담, 교육프로그램의 부가서비스 일체

헬스케어서비스는 IoT기술과 Bio/의료기술의 결합으로 질

를 의미한다. 특히 고령화, 생활수준향상, 의료비부담 등에

병의 치료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험

따라 헬스케어패러다임은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인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건

건강관리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질병예방이 강화되

강에 위험이 발생할 것 같으면 경고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면 보험에 대한 수요와 구매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생활습관을 관찰

인공지능기술발달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

하게 됨으로써 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IBM의 왓슨(Watson)은 2011

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일

년 제퍼디 (Jeopardy)라고 하는 퀴즈쇼에 출연하여 우승
함으로써 복잡한 영역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작년에 구글의 알파고
(AlphaGo)는 세계 최정상급 프로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

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사회, 더 나아가서 전세계
에 충격을 주었다.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리적 계산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먼저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리적 계산이 많은 보험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기술
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서로 상호 융합하면서 발
전하고 있어 보험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Research 연구분석

23

현재
주
보
험

유사

보장요구

주
보
험

주
특
약
1

특
약
2

특
약
3

위험 위험2 위험 위험4 위험

보장약속

대량판매목적으로
규격화된 상품판매

미래
위험1 위험2 위험3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보장요구

보장약속
일치

위험 위험2 위험

고객별
상품개발 및 공급

반계약자가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사용되어 계약자의

수도관이 터져서 집 내부가 물바다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족

위험에 맞는 상품 즉 계약자별 상품(Order Made Product)을

은 여행을 다녀온 후 이것을 발견하고서는 망연자실하고는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를 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손해보험회사에 연락을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대량판매를 목적으로 규격화된 상품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특성을 반영

그러나 Connected Home에서는 사고가 나는 즉시 여행을

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가장 유사한 위험을 보

간 가족에게 연락이 가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이 갈 것이다.

장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왔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바로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수리를 하

예를 들어 위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계약자가 위암을 보

게 할 것이며 그 비용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장하는 상품을 들고 싶은 경우 위암만을 보장하는 상품을

다. 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여행가기 전과 차

구매하기보다는 모든 암을 보장하는 상품, 혹은 더 나아가

이가 전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예를 들은 보험상품은 큰 차

서 중대한 질병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왔다. 그

이가 없다. 다만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언제 보험금을 지불

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원하는 위험만을 보장하는 계약자

하느냐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고객의 만

별 상품을 보험회사는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족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상품공급의 형태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보

Connected Car도 마찬가지이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면

험시장에 미칠 것이다. 보험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이 계약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수습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

자의 위험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추

는데 반해 Connected Car에서는 보험회사가 IoT를 통해

가적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계약자별 맞

바로 사고를 인식하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

춤상품을 공급하게 되면 이러한 추가판매의 기회가 사라지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불

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에 앞서서 계약자에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계약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건강관리전문회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손해보험회사도

Connected Home 보험상품의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연휴

기존에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실시

를 맞아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여행을 간 사이에 집의

간으로 계약자와 소통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사고를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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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는 느낌보

대하고 불완전판매는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채널이 설계

다는 일상생활관리자와 같은 느낌으로 계약자들에게 다가

사 중심의 판매채널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되면 설계사부

갈 것이며 계약자들은 똑똑한 집사를 하나 두고 있다는 생

족으로 인한 대면채널 감소문제와 설계사 수당으로 인한 고

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비용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기존의 설계사 채

인공지능은 이미 보험회사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

널은 재무설계, 건강관리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자동 언

고능률 판매조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판

더라이팅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화수준이 향상되

매채널의 등장은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 있어 담보동의서 출력, 구체적인 서류내용안내, 언더라

먼저 전속설계사 조직규모에 의한 경쟁이 사라지고 상품 및

이팅결과 제공 등의 업무를 자동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

서비스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전속설계사 규모

고 있다. 인공지능인 IBM Watson은 이미 일반적인 자동차

에 의해서 시장지배력을 가졌던 대형보험회사들은 전속설

사고보고서를 읽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계사 보유로 인한 장점이 축소되어 시장지배력을 잃게 될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판매채널이

것이다.

등장하여 판매채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판매채널진출이 먼 미래의 이야기같지만 사실

최근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Eugene이 세

일본의 일부 은행에서는 점포내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

계 최초로 Turing Test를 통과하여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

형 로봇 Pepper를 설치하여 고객응대에 이미 활용하고 있

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

다. 또한 국내 증권가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를 인간형 로봇, 또는 스

가 등장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관리

마트폰의 앱에 장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보험상담

질 것이다. 인공지능채널이 복잡한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을 받을 수 있는 챗봇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

채널로 등장하게 되면 24시간 고객에게 항상 상냥하게 응

지능판매채널은 빠르면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

서류

보험관련 업무문의
서류를 찾으시는군요?
관련해서 10개의 지식답변이 추천
검색되었습니다.
아래 검색결과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는 카톡

으로 하세요.

보험금청구서류안내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위한 구비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청구하고자하시는 보험금의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원하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통서류
치아보험급여금
입원/수술/통원/골절급여금

❶	1:1 아이콘을 클릭하여‘자동응답기능’
으로 바꿔주세요.
❷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❸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더 많은 답변
을 보실 수 있습니다.
❹ 답변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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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면 전속설계사 조직을 비롯한 여러 판매채널에 큰

격이 앞으로는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대량

변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산업에도 큰 변화가 발생

판매대상이던 다수의 계약자에서 개별상품을 구매하는 개

할 것으로 추측된다.

별계약자로 변화할 것이며, 공급자인 보험회사는 전통적

미래의 보험소비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금지급서비스

인 보험상품판매를 통해서 위험을 인수하던 회사에서 다양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서비스, 일상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전환할 것이다. 기존의 동질

하는 최적의 상품 한 두 개만을 구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의 소비자와 단순한 공급자라는 2개의 축이 다양한 종류의

다. 일부 보험회사는 현재와 같은 보장성보험, 일반손해보

소비자와 다양한 공급자라는 여러 개의 축으로 변화할 것이

험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보험회사로 유지되겠지만 다른 보

다. 따라서 감독당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전문

한다.

회사, 일상생활서비스 전문회사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예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미래의 변화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상되어 현재의 보험산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보험산업이

할 것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회사는 미래변화를 대비해서 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의 성장모델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다양
한 상품, 즉 건강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을 판매하는 전략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

2. 미래준비

집중한 전문보험회사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

지금까지 보험산업의 주요축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공급

사, 일반손해보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서비스 전문보험회

자인 보험회사, 그리고 감독당국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

사, 또는 변액보험을 바탕으로 재무관리서비스 전문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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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서비스 전문보험회

사 등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적 검토, 인공지능보유 전문 제3자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그리고 상품판매에 있어 기존의 전속채널과 인공지능채널

효율적으로 언더라이팅업무를 수탁할 경우 본질적 업무의

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

위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가서는 인공지능판매채널로 인해 판매채널을 통한 시장

특히 IoT회사, 병원 등이 보험산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지배력이 축소되고 상품서비스가 중요하게 부상할 것으로

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능력배양이 중요하게 될

보험회사가 앞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것이다.

되어짐에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의

한편으로 보험회사는 IoT회사, 병원 등과의 협력체계을 구

의료법위반여부에 대한 해결책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축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Connected 보험판

의료법위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새로운

매를 위해서는 IoT회사와의 협력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서비스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

되고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병원과의 협력도 매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협력체계

Connected 보험은 개인정보 보험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보험회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문

매우 높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를

제가 될 것이다.

하여야 할 것이다. IoT로 연결되면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보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에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계

가 노출될 수 있고, 지나친 개인정보노출은 소비자의 사생

약자별 보험상품개발이 일반화될 경우 보험료 산출 및 소비

활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

자 차별문제가 중요시 될 것이다. 보험은 통계를 기초로 하

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

는 것인데 계약자별 보험료 산출을 위한 충분한 통계가 집

나는 연결을 통한 정보활용임으로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신

적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가 산출될

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 있다. 특히 소비자별로 불평등한 보험료가 산출될 수도

제4차 산업혁명은 보험산업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

있기 때문에 감독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습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감독당국, 보

것이다.

험회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하여 소비자들에게 앞으

인공지능판매채널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 보험산업에 진출

로도 계속 신뢰받는 보험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의 개정도

할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판매채널의 모집행위에 대한 법률

Research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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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석  
Lessons Learned

1.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2. 기업이 택할 수 있는 방법

Brian Whitmore
Founder and CEO
BELFOR Asia

3.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4.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역할
5.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재해복구 그 이상의 가치
Restoring more than Property

1.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1. When a disaster incident occurs

기업이 화재, 폭발, 화학물질유출, 홍수, 침수 또는 자연

When an enterprise loses the use of its resources,

재해로 인해 소규모든 대규모든 가용자원에 손실을 입으면

whether on a small-scale or large-scale, caused by fire,

이는 여지없이 위급상황을 초래한다. 피해기업은 경쟁사들

explosion, chemical spills, flooding, water ingress or

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

natural disasters, the disruption almost always creates

금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하며

an emergency situation. The enterprise must reinstate

그렇지 않으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된다.

their operations before they lose their business to their

이런 상황은 대개 기업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피해기업

competitors, within the scope of whatever financial

은 사고가 난지 몇 시간도 채 안돼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경

resources they may have, which includes payments

영프로세스가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expected to be made by their insurance company, or risk

사실을 깨닫게 된다.

going out of business.

물적 손해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

For the enterprise involved, this is usually their first

는 비용은 날이 갈수록 불어난다. 초기비용에다 기업휴지

encounter with such a situation. Within the space of a

일수에 따른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인데 이같은 비용은 사

few hours, they find that all of their business processes

업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는 한 계속 늘어난다.

developed over many years are not appropriate for

기계가 고장나면 그로 인한 총비용은 고장난 기계를 수리

managing the prevailing situation.

또는 교체하는 비용(고장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금액)에다

When property loss incidents occur, the cost of the loss

기업휴지일수에 따른 비용을 더하면 된다.

to the enterprise grows each day, due to the initial cost

이에 비해 화재, 폭발, 화학물질유출, 홍수, 침수 또는 자

of the loss plus the daily cost of business interruption,

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사고 다음날 확인된 물적손해가 최

and only ceases to increase when operations are fully

종손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사

reinstated.

고의 경우 오염을 초래해 때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재산이

When machinery breakdown occurs, the total cost will

부식되면서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사고 다음날 바로

relate to the cost of repairing or replacing the machinery

복구가능한 재산도 있겠지만 이런 유형의 물적손해는 대개

(an amount which doesn’t increase any further after the

재산이 부식되면서 그 규모가 커지므로 날이 갈수록 점점

breakdown), plus the cost of business interruption for the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발생 즉시 손해경감조치를 취

period of the interruption.

해 추가악화를 막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손, 즉 재산이 완

By comparison, when incidents occur causedbyfire,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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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경감시기

재난지점

교체시기

결정시기

복구시기

100%

생산(복구)

80%

기회의 창

자산 가치 / 생산 능력

복구구역

자산가치

60%
경과구역
40%
20%

전손구역
생산(교체 )

0%
0
사고 즉시

6
복구 후

1
복구 즉시

9
손실경감 없음

(복구 경제성 없음)

3

12
손실경감 없음
(잔존가치)

교체 후

재해사고가 재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n property value following a disaster incident

전히 멸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plosion, chemical spills, flooding, water ingress or

추가 상태악화를 막기 위한 손해경감조치는 사고발생 후

natural disasters, the property loss apparent on the day

2~3일 안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하

after the loss occurred may only be a small part of the

다. 재산의 상태가 날로 악화된다는 점에서 사고발생 초기

eventual property lossincurred. The reason is that these

의 조사 및 보고서작성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조

types of incidents cause contamination of the property,

사 및 평가는 재산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 이

following which deterioration by corrosion occurs,

후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

sometimes at a very fast pace. While the property

보통 사고발생 후 수 시간 내지 수 일 안에 보험중개사, 보

may very well be able to be recovered on the day after

험사, 손해사정사, 화재조사담당자, 복구서비스업체, 회계

the incident occurred, this type of property loss often

사, 변호사, 건설회사, 수많은 장비제조사 등 다수의 관계

growsin magnitude day by day, as corrosion causes more

자들이 피해기업을 찾게 된다. 보험가입자인 기업은 왜 이

and more damage to occur. Unless immediate loss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누구와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떤

mitigation measures are undertaken, to prevent further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deterioration of the property, the eventual outcome can

많다.

become a total loss.

피해기업이 당면한 각종 문제에 수많은 관계자들이 제시하

Loss mitigation measure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는 상충되는 견해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는 기업의 관점

of the property are so important that there is very often

을 흐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no other activity more important within the first 2-3

상황에서는 대개 중요한 손해경감조치가 간과되거나 우선

days following the incident. Inspecting the property and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preparing a report at this point in time is often of little
value, as the condition of the property oftendeteriorates
to a worse condition each day. It only makes sen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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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이 택할 수 있는 방법

inspect and assess the condition of the property in detail

재해사고 후 피해기업의 경영진은 전손이 발생하여 원상복

prevented.

구를 위해 건물을 재건하고 기계장비 등 설비를 교체해야

In the hours and days following an incident, a multitude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of persons usually descend upon the affected enterprise,

재건 및 교체작업에는 보통 몇 주 내지 몇 달이 소요되는데

including insurance broker, insurer, loss adjuster, fire

기업의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investigator, recovery service provider, accountant,

낳을 수도 있다. 그 대안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복구서

lawyer, construction company, numerous equipment

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복구서비스업체는 화재, 침

manufacturers and many others. Often the policyholder

수, 자연재해 등으로 손상된 재산(건물, 전기개폐장치, 기계,

has little idea why many of these persons are there,

전자장치 등)의 복구에 특화된 다양한 기술을 동원한다.

whom they should talk to and what information they

즉,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지 않은 재산은 복구될 것

should or should not release to these parties.

이고, 해당 기술로도 복구할 수 없는 재산만 교체가 필요하

The multitude of problems faced by the enterprise, and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해기업은 사고발생 전에 존재했던

the often contradictory opinions forwarded by the many

물적자원을 대부분 재사용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parties involved, often cloud the view of possibilities

이 방식은 기업휴지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절약효과가 있을

available for escaping the chaos, and in these

뿐더러 복구비용도 낮춰준다. 지난 20년간 많은 아시아기

circumstances critical loss mitigation measures are often

업들이 사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복구에 실패하느냐의 갈

overlooked, or assigned a low priority.

once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property has been

림길에서 이 방법을 택해 효과를 보았다.

3.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2.	What options are available to the
enterprise

BELFOR Asia는 2016년 아시아에서 총 1,317개 재해현

In the aftermath of a disaster incident, it may appear

장의 의뢰를 받아 이 중 334개 기업의 재산복구작업을 맡

to management of the affected enterprise that a total

았다.

loss has occurred and that reinstatement will involve

총 1,317건 중 약 50%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major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and replacement

를테면 화재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의뢰시기가 너무 늦

of the contents of the building, including machinery and

어 손해경감조치 없이 전손처리되었다. 재산의 복구가 가

equipment.

능한 650건 중 약 50%는 사고도중은 물론, 사고 후에도 열

Reconstruction and replacement usually takes weeks

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기존재산을 복구 및 재사용하기로

and months to complete, and may result in the enterprise

결정했다.

having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reinstate their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보험사나 손해사정사가 이 방식

business operations.

을 선호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좀더 신속한 사업정상화를

An alternative option available to the affected enterprise

위한 경영진의 결정이었다. 복구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

is to utilise the services of a property recovery service

을 유지하고, 향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회

provider. The recovery service provider will use a wide

사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

range of techniques developed specifically for recovery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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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피해기업은 지금 해야 할 일, 나중에

of property (buildings, electrical switchgear, machines,

할 수 있는 일, 택할 수 있는 사업정상화방식, 각 방식에 소

electronics etc.) affected by fires, water ingress, natural

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정

disasters etc. This means that property, which is not

보를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해기업

irreparably damaged will be recovered, and only property

의 경영진은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가능한

which is unable to be recovered using such techniques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

need be replaced. For the affected enterprise, this
means going back to business using most of the same
property resources which existed before the incident

4.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역할

occurred.

재해상황은 대개 기업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므로 복구 시

interruption time savings, and also lowers the cost

어떤 방식이 있는지 가능한 옵션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

of recovery. This approach has made the difference

가 많다.

between continuing in business or failing to recover, for

건설회사와 장비공급사 등 전통적인 서비스제공자들은 모

many enterprises within the Asian region over the past

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회

two decades.

Such an approach results in significant business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오염된 재산의 경우 오염을 제거
하기보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상황에
서는 비효율적인 고가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사고를 당한 기업은 복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3. What the enterprise needs most

조차 모를 수 있다. 반면에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이런 복

In the year 2016, BELFOR Asia was called to 1,317

구서비스에 정통하다. 이들은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이같은

industrial sites within the Asian region, where disaster

전문서비스를 소개하여 복구옵션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incidents had occurred. Out of 1,317 incidents, 334

이는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사업을 영

enterprises engaged us to carry out recovery of their

구중단해야 하느냐라는 갈림길에 선 기업에게 매우 큰 도

property.

움이 될 수 있다.

Of 1,317 incidents, approximately 50% related to

이 중대한 시기에 피해기업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정상

situations where recovery was not feasible, for example

화를 위해 과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기업들의 사례에서

the fire damage was too widespread, or we were called

지식과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다. 전문 복구서비스업체는

to the site too late, and without loss mitigation measures,

직업특성상 다양한 업계에서 매일 이런 상황을 접해왔으므

the property had become a total loss.

로 피해기업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

Of the 650 incidents where recovery of the existing

줄 수 있다. 복구서비스업체는 피해기업이 복구서비스를

property was possible, approximately 50% of those

이용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여러 가지 추가옵션을 제시하고

enterprises chose to recover and reuse their former

그 실행비용 및 기간을 알려준다.

property resources, even though these resources had
been subjected to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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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시험모듈 분해

Dismantling of a Battery Tester module

배터리 시험제어모듈 오염제거작업 후 확대사진

Close-up view of Battery Tester Control module
after the Decontamination Process

사례 1: 한국 배터리제조공장 화재사고

during and after the incident.

201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Why did they make this decision? Was itbecause their

곳에 위치한 배터리공장의 한 배터리 셀시험설비에서 화재

insurer or loss adjuster favoured this approach? No, it

가 발생했다. 사고 다음날 담당 손해사정사는 당사에 초기

was a decisionto return to business more quickly, made

현장피해평가를 의뢰했다.

by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t was a decision

평가결과 화재발원지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열손상 외에도

tocreatethe best possible chance to minimiserecovery

수많은 배터리시험장치 표면이 내.외부 모두 소화기분말과

costs, retain their clients and remain a viable enterprise

검댕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부

in the future.It was a decision to save their business.

식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전손으로 이어질 법한 상황

At this critical time, the affected enterprise needs to

이었다. 소화기분말 침전의 흡습성은 보통 부식을 촉진하

quickly understand what needs to be done now, what can

여 추후 간헐적 전기고장을 초래하는지라 상황을 더욱 악

be done later, what business reinstatement options are

화시켰다.

available to them, how much each option will cost and

당사는 28일 안에 손해경감조치와 더불어 70개 배터리 셀

how long each option will take to implement. It is only

시험장치와 4개 모니터링시스템 복구를 완료해 달라는 요

with this information that a fully informed decision can

청을 받았다. 이 작업은 촉박한 시한에 맞춰 수행되었다.

be made. Management of the affected enterprise need

78개 배터리 셀시험장치 중 8개는 전손처리되었다. 70개

every assistance available to quickly bring together this

의 시험장치복구에 소요된 총비용은 미화 26만불로 교체

information.

시 예상되었던 88만불보다 62만불 적은 비용이었다. 아울
러 기업휴지비용이 줄면서 상당한 비용절감효과를 보았다.

사례 2: 태풍으로 인한 인쇄공장 폭우피해
2014년 7월 15일 태풍 람마순이 필리핀을 통과하면서 바

4.	How the insurer and loss adjuster
can assist

탕가스(Batangas)지역의 수많은 공장에 광범위한 피해가

As this is usually the enterprise’s first encounter with

발생했다.

a disaster situation, they will not normally know or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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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라마순에 의해 손상된 공장지붕

A section of the roof of the plant damaged by Typhoon Rammasun

손상된 기계 확대사진

Close up view of damaged machine

피해공장 가운데는 문을 연지 얼마 안된 대형 인쇄공장도

understand the full range of reinstatement options

있었다. 이 공장은 지붕 일부가 강풍으로 뜯겨져 나가면서

available to them.

3층에 있는 기계가 폭우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1층과 2

Their traditional service providers, such as construction

층의 생산설비도 여기저기 빗물에 노출되었다.

companies and equipment suppliers, all provide services

해당 인쇄업체는 자사의 몇몇 장비공급사에 손상정도를 평

needed during normal circumstances. The services

가하고 가능한 경우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업체

provided by such companies address contaminated

는 기계가 대부분 심하게 손상되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

property by replacement, rather than by decontamination,

하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업체가 손상된 기계를 일본에 보

making their services an expensive and inefficient

내 수리를 할 것을 권했고, 직접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훨

solution in a disaster incident scenario.

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The enterprise suffering the disaster incident may not

당사는 손상평가를 의뢰받고 모든 장비를 오염제거 후 테

be aware that disaster recovery services are available.

스트 및 수리할 것을 권했다. 교체해야 하는 장비는 일부

On the other hand, insurers and loss adjusters are

전기 및 전자부품에 국한되었다. 기계 50대가 현지에서 복

familiar with such recovery options. Insurers and loss

구되었고, 10대만 최종 전손처리되었다. 오염을 제거한 기

adjusters can assist their clients in their time of need, by

계는 테스트 후 재해발생일로부터 6주만에 가동준비가 완

introducing such expertise to their clients, thus providing

료되었다. 새 기계를 맞춤 제작했다면 6개월 가량이 소요

their clients with a reinstatement option, which may very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복구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미화 약

well mak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remaining a

5백만불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

viable enterprise, or having to cease business operations
perman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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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화학공장 산성물질 유출사고

At this critical time, the client clearly needs the benefit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 화학공장에서 10만ℓ 이상으로 추정

of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the

되는 대량의 산성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

experiences of other enterprises that suffered such

정에서 산성가스가 기류를 타고 스테인리스강 탱크와 배관

hardships in the past, in order to help guide them to an

이 있는 구역으로 퍼져나갔다. 공장직원들은 유출된 물질

efficient and rapid reinstatement of business operations.

을 제거하고 저장탱크를 1차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Professional disaster recovery service providers are

산성물질은 특히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in the unique situation of having experienced such

스틸을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직원

circumstances day in and day out, over a wide range

들은 산성물질이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일으키는 부식효과

of industries, and are therefore well placed to provide

를 파악하지 못했다. 손해사정사는 처음에는 보험가입자인

an unexpectedly high level of support to the affected

피해업체가 실시한 작업범위에 동의하면서 오염제거 전문

enterprise. The recovery service provider will provide

서비스업체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the cost and timeframe to implement manyadditional

스테인리스강 탱크와 밸브부식

Corrosion on stainless steel tank and valve

스테인리스강 밸브부식

Corrosion on stainless steel tank and valve

부식제거 후 탱크 및 밸브

Tank and valve after corrosion removal

부식제거 후 밸브

Tank and valve after corrosion removal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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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약 2개월 후 유럽 보험사가 전문가의 보고서를 요

reinstatement options, not otherwise available to the

청하자 손해사정사는 그제서야 당사에 의뢰를 해왔다. 당

affected enterprise.

사는 조사를 통해 산성가스가 공장전체에 광범위한 오염을
초래하여 오염된 구역의 스테인리스강 탱크 및 배관이 부
식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당사는 오염 및 부식제거작업을 실시했는데 현장의 여러

5. Making a difference in the future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사고발생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작

Insurers and loss adjusters have the opportunity to

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는 이미 부식으로 스테인

introduce the affected enterprise to a recovery service

리스강 탱크와 배관에 넓게 구멍이 난 상태였다. 부식을 제

provider. Doing so will never cause the claim settlement

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이용한 오염제거작업을 실시하였

amount paid by the insurer to be increased. The

으나 산성물질 유출장소 부근에 있던 탱크는 이미 부식으

involvement of a recovery service provider can only

로 깊게 구멍이 난 상태여서 화학약품처리만으로는 완전히

reduce the eventual amount to be paid by the insurer.

제거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구멍이 난 곳을 전부 처리하

Fire incidents always create a total loss area and

려면 평면연삭같은 기계작업은 물론 배관도 상당부분 교체

contaminated area, and there is usually an unaffected

해야 한다. 당사는 추가오염 및 부식제거작업 후 탱크의 잔

area as well. A recovery service provider canreduce

여수명이 다할 때까지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외

reinstatement coststhrough the recovery of property

부표면을 도색해 부식방지효과를 강화할 것을 권했다.

located in the contaminated area. This opportunity exists

이 사례에서 사고발생 후 첫 2주간 현장직원들은 산성오염

at almost every fire incident site.

으로 인한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손상범위를 파악하지 못했

It is so important that the recovery service provider is

다. 초기단계의 비효과적인 손해경감조치로 인해 손해가

called promptly to the site, and remains on site to either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이는 사고발생 직후 오염제거 전문

carry out the recovery work, or stays at least until the

서비스업체를 이용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affected enterprise decides by what means they will
reinstate their operations.
The recovery service provider comes to the site with vast

5.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experience gained from supporting hundreds of previous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피해기업에 복구서비스업체를 소

enterprise needs, however, within the chaos of the

개해 줄 수 있다. 소개를 해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될 보험

incident they may not initially appreciate the value of the

금은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복구서비스업체가 관여하면

expertise on offer. The recovery service provider needs to

오히려 보험사의 최종 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remain on site, at the service of the affected enterprise,

화재사고 시에는 전손구역도 오염구역도 생기기 마련이며

ready to provid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when it

피해가 전무한 구역도 있다. 복구서비스업체는 오염된 구

is wanted and needed.

역의 재산을 복구하여 사업정상화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

In the case of an incident which has caused partial

이는 대부분의 화재현장에서 가능한 일이다.

damage to the facility, there is often the chance to

복구를 요청받은 서비스업체는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복구

partition off the severely damaged area and quickly

작업을 하든 최소한 피해기업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어떤

restart production in the lesser affected areas. In such

방식을 택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circumstances, the recovery service provider ca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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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incidents. This is support that the affected

복구서비스업체는 수백 건의 재해사고를 지원하면서 얻은

the enterprise’s quick restart plan with experienced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 온다. 피해기업이 필요로 하

supervisors, cleaning methods, chemicals and machines

는 게 바로 이런 지원이지만 사고 초기에 우왕좌왕하다 보

to make the cleaning process more efficient, and provide

면 지원을 제안받아도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다. 따라서

any other resources needed.

복구서비스업체는 피해기업이 필요로 할 때 그간의 지식과

In case of incidents which are more severe, where the

경험을 발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현장에 남아있을 필

facility is unable to operate for some time, the disaster

요가 있다.

recovery service provider can work with the affected

사고로 인해 시설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심하게 손상

enterprise to implement loss mitigation measures as a

된 구역을 분리해 피해를 덜 입은 구역에서 신속히 생산을

first step. In parallel with this, more detailed assessments

재개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복구서비스업체는 숙련

of the condi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can be

된 감독자, 청소방법, 좀더 효율적인 오염제거작업을 위한

made, and estimates of the likely recovery time frame

화학약품 및 기계를 활용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사업재개를

and costs produced, so that the enterprise can make

지원하고 그 외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viability of recovery vs

보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 얼마간 설비작동이 불가능한

replacement.

경우에는 피해기업과 협력해 1차적으로 손해경감조치를

Where the insurer and loss adjuster set about to help the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기계 및 장비상태를 좀더

policyholder back to business, the greatest reinstatement

구체적으로 평가해 복구예상비용 및 기간을 산출함으로써

savings can be made. For the 334 policyholders whom

피해기업이 복구대비 교체의 현실성을 감안해 충분한 정보

BELFOR Asia helped back to business last year, they

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remain forever grateful to their insurers, for introducing a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피해기업의 사업정상화 지원에 나

service provider that could provide real hands-on practical

서면 원상복구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당사

assistance to them at their time of greatest need.

가 사업재개를 지원한 334개 기업은 아직도 보험사에 무한
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가장 필요로 할 때 직접 나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업체를 소개해 주
었으니 말이다.
BELFOR는 세계 최대의 재해복구서비스업체로 약 28개
국 300여개 지점에 7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
며, 매년 10만건이 넘는 복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BELFOR is the world’s leading disaster recovery service
provider, with more than 7,000 full time employees,
located in more than 28 countries, with more than 300
locations, carrying out more than 100,000 property recovery
projects each year. BELFOR Asia is the only disaster recovery
service provider serving the entire East Asian region, with
locations in Japan (4), Korea, Greater China (4), Thailand and
Singapore.

BELFOR Asia는 동아시아지역을 전담하는 유일한 재해복
구서비스업체로 일본(4개), 한국, 중국(4개), 태국, 싱가포
르에 지점을 두고 있다.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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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재물보험 사고분석]
1. 발생손해액 분석
(1) 전체사고
(억원)
15,000

원수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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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

8,000
7,000
5,000

6,051

4,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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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

10,000

6,181

8,000
6,000

4,218
3,097

7,407

7,399

(건)
14,000
12,000

7,860

6,000

13,819

15,225

사고건수

3,785
2,895

3,625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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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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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건수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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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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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0

- 연도별 사고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임
- 주요 태풍발생 시 해당연도 사고건수 급증
•2010년 태풍 곤파스: 1,800건
•2012년 태풍 볼라벤: 2,900건
•2016년 태풍 차바: 2,150건

2. [최근 5개년 손해액 증가] - 최근 다수의 고액사고 발생으로 전반 5년(평균 3,500억) 대비 후반 5년(평균 8,700억)
손해액이 크게 증가함

(2) 100억 이상 고액사고
(억원)
12,000

원수손해액

13

사고건수

(건)
14

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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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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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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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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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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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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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500억 이상 사고 10건 발생 및 그중 1,500억 이상 초고액사고 3건 발생
• 2012년(4건) : A
 사(전자부품제조업) 930억, B사(석유화학업) 730억,
C사(석유화학업) 580억, D사(전기업) 560억
• 2013년(2건) : E사(반도체제조업) 9,550억, F사 (전자부품제조업) 620억
• 2014년(2건) : G사(광학필름제조업) 520억, H사(PCB제조업) 500억
• 2015년(2건) : I사(창고업) 외 2,560억, J사(물류업) 1,730억

0

2. 주요 업종별 분석
업종별 비율
(%) 100

(손해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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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 사고분석
발전소별 사고건수 및 금액
연도
화력발전
복합화력발전
합계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고건수

4

3

6

7

6

10

3

3

4

9

사고금액

34

32

34

48

72

657

54

31

8

사고건수

5

5

3

4

3

4

12

5

4

사고금액

251

127

16

179

26

14

512

92

22

사고건수

9

8

9

11

9

14

15

8

8

사고금액

286

159

50

227

98

671

566

123

30

합계

평균

55

6

104 1,073

107

2

47

5

115 1,355

136

102

10

219 2,428

11

243

1. [10년간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현황]

- 사고건수는 화력발전(55건), 사고금액은 복합화력발전(1,355억원)이 높은 값을 기록
- 연도별 사고 중 2012~2013년에 다수의 사고(29건, 28%)와 높은 사고금액(1,237억원,
51%)이 발생함

2. [사고유형별 현황]

- 물리적 손상: 사고건수는 66건(61%) 및 사고금액은 1,618억원(65%)
- 화재: 사고건수는 15건(14%) 및 사고금액은 653억원(26%)

3. [목적물별 현황]

- 가스터빈: 사고건수는 27건(26%) 및 사고금액은 692억원(28%)
- 스팀터빈: 사고건수는 21건(21%) 및 사고금액은 504억원(21%)
- 발전기: 사고건수는 11건(11%) 및 사고금액은 471억원(19%)
- 변압기: 사고건수는 7건(7%) 및 사고금액은 134억원(6%)

4. [손해유형별
    최대손해액 현황]

- PAR: 2012년 A화력 전기실 화재사고(560억원)
- MB: 2010년 B복합화력 스팀터빈 파손사고(178억원)
- BI: 2013년 C복합화력 스팀터빈발전기 파손사고(2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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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유형별 분석
유형별 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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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4
82

17

80
6

31

52

17

21

49

(손해액기준)

3
2
94

13

5
15

13

5

15

21

14

2
4
94

9

20

9

10

71
65

68

62

14

40

34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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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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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 사고분석
자연재해 원인별 사고금액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폭우

103

57

87

269

501

1,218

50

192

30

30

2,536

254

태풍

82

5

20

542

107

238

19

78

69

777

1,938

194

2016

합계

평균

강풍

-

3

-

-

-

-

-

-

-

-

3

-

낙뢰

33

30

38

63

66

64

111

63

54

27

551

55

기타
계

40

(단위 : 억원)

1

1

4

35

19

34

9

106

15

118

341

34

219

96

150

910

692

1,554

188

440

168

953

5,370

537

1. [사고건수 증가추세]

- 폭우(집중호우)와 태풍이 전체 손해액의 83%를 기록

2. [태풍영향에 따라
    손해액 변동폭 큼]

- 2010년 태풍 곤파스,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산바, 2016년은 태풍 차바에 기인

3. [기타원인]

- 그밖의 자연재해유형으로 우박, 설해 등이 있음

6. 계절적요인 분석
(1) 전체사고
(억원)

13,000

전체원수손해액

자연재해 손해액

사고건수

17,974

(건)
18,000

13,555



16,000

7,000

14,000

6,000

5,600

5,000
4,000
3,000

6,267
3,566

4,383

5,329

6,676

4,509

6,896
6,064

3,525

3,128

3,344

2,869

54

141

1월

2월

35
3월

119

103

4월

5월

6월

7월

4,000

908
8월

8월

10월

9월

2,000

44

45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자연재해비율(%)

1.5%

3.2%

0.6%

5.6%

2.0%

3.6% 20.8% 22.5% 11.2% 27.2%

  

7월

9월

8,000
6,000

6,028

월

1. [계절별 특성]

6,223

1,512

734

175

10,000

5,074

8,358

1,499

1,000

12,000

10,415

6,623

8,548

2,000

0

11,906

6,081

10월

0

11월

12월

1.0%

0.9%

- 2013년 9월 발생한 A반도체사고 제외 시, 9월 자연재해비율은 38%로 증가
- 상기 A반도체사고 제외 시,
• 하절기(7~10월) 사고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26.3%(연평균 8.6%)로 높고,
화재사고는 52.8%(연평균 68.4%)로 낮음
• 동절기(11~2월) 사고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1.6%로 낮고, 화재사고는 74.6%로
다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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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7년~현재 주요 고액사고
종목

계약자

재산종합 A, B

(단위 : 억원)

업종

사고연월

사고
지역

창고업,
의류제조업

2015.05

경기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재고자산 등이 소손

2,560

창고업

2013.05

경기

전기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 재고자산 등이 소손됨

1,120

전자부품제조업 2012.12

충북

공장 내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930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화재

C

재산종합

D

재산종합

E

석유화학업

2008.02

울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기계, 재고동산 등이 소손됨

770

재산종합

F

석유화학업

2012.11

울산

1층 PVC 바닥재 생산공장 내 발포공정에서 발화하여 발포기 3대와
공장내부가 소손

730

재산종합

G

전자부품제조업 2013.03

부산

도금라인 수세설비 내 히터봉의 전기단락에 의한 화재

620

재산종합

H

전기업

2012.03

충남

전기실 내부에서 합선 또는 순간적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발생

560

재산종합

I

석유화학업

2008.03

경북

플랜트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재물 및 기업휴지손해발생

550

재산종합

J

광학필름제조업 2014.03

충남

미확인 정전기에 의한 유증기 착화로 화재발생

520

재산종합

K

PCB제조업

2014.03

경기

화재로 건물 및 재고피해

500

재산종합

L

항만하역
/보관업

2014.02

전남

석탄저장소가 붕괴되어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 및 인근 저장소에
피해발생

470

재산종합

M

식품제조업

2007.11

경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

390

재산종합

N

타이어제조업

2014.09

대전

물류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와 타이어완제품 전소

340

화재

O

PCB제조업

2009.11

경기

인접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약자의 공장에 착화되어
연소피해를 입음

340

재산종합

P

식품제조업

2016.01

경기

기계 과부하로 과열되어 건물, 구축물, 기계, 재고자산 등에 피해발생

330

화재

Q

석유화학업

2015.01 충남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완성품 창고 및 주변 공장동에
연쇄폭발 및 화재발생

320

재산종합

R

창고업

2008.12 경기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 재고자산 등이 소손됨

320

재산종합

S

제지업

2016.06 경기

골판지 원지 생산 공정 중 화재 발생하여 제조 공장동 소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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