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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전망 및 시사점

1.서론: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

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이에 대한 효과분석과 사례발굴이

최근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이 주목을

용하여 의료서비스와 복지 및 투표나 행정관리 등 정부/공

받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는 2027년에

공 서비스 분야에서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전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형성될 것

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방향

으로 예측하였고,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와 WEF는

을 소개하고 산업과 사회혁신을 가져오는 사례와 전망을 분

블록체인을 혁신기술 Top 10위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암

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

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과 분장원장 기
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5~10년
내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는 블
록체인의 연간 성장률을 2020년 기준 120%로 예상하며 사

2.블록체인 기술 소개 및 발전방향

업적 부가가치는 2030년에는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

가. 블록체인 기술 소개

측하고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블록체인은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2008

투자 역시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투자

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가진 개발자가 작성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

한 비트코인 논문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2009년 1월에 구

로운 투자방식인 ICO(Initial coin offerings)가 2017년 2분기

현된 SW가 공개되었다. 비트코인 (Bitcoin)은 암호화기술

에 7억 5천만 달러로 일반적인 벤처캐피털의 3배 규모 수준

과 P2P(Peer-to-Peer)분산 네트워크 기반으로 블록의 헤

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 부분에 타임스탬프를 포함하고 그 해시값1)을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에 널리 공개하여 거래의 생성시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분야를 포함하는 장기적 관

중지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3의 신용기관 없이 개인간

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 생성된 블록에 새

술은 금융산업에서 다양한 활용사례가 있고 일부는 가시적

로운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간 합의 알고리즘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금융산업에서의 활용은 아직 가

통해 원장에 기록될 데이터를 검증(Validate)하는 작업증명

1)	해시값이란 해시함수(Hash Function)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로써 해시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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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트너,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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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merging 기술 하이프사이클, 2017
출처: 가트너, 20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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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EF, “All you need to know about blockchain, explained simply”, 2016. 06.

❶ A가 B에게 송금을
하고자 함

❷ 거래는 온라인에서
블록으로 표시됨

❸ 블록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게
브로드캐스팅됨

❻ 돈이 A에서 B로 이동

❺ 이후 해당 블록은 체인에 추가
되며 거래기록은 변경불가능
하고 투명함

❹ 네트워크 내 참여자들은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승인

그림 3. 비트코인 거래 동작방식

표 1.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별 발전방향
세대

Blockchain 1.0

Blockchain 2.0

Blockchain 3.0

Blockchain 4.0

단계

도입기

발전기

확산기

정착기

시기

2009-2013

2013-2016

2017-2022

2022-2030

공개 블록체인

개인(기업형) 블록체인 등장
스마트 계약

산업과의 융합

국가 인프라

설명
활용예

(누구나 열람)
(ex) 비트코인

(ex) 나스닥 장외주식거래,

이더리움

(ex) SCM, 에너지, 물류 등

(ex) 예산관리, 투표 등

정부·공공서비스

출처: SPRi,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사회적 활용전망 및 시사점,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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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이후 생성된 블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

업전반에서 범용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레임

하다. 신뢰할 수 있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채굴(Mining)이

워크이다. 마지막으로 정착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

라는 과정이 필요하며 비트코인은 작업증명(Proof Of Work,

한 영역에 적용되고 인터넷과 같은 기반 기술로써 행정관리

PoW) 방식을 활용하여 채굴에 성공하면 보상이 주어진다.

및 공공서비스 등의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기반구

비트코인은 인증되지 않은 참여자들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블록임을 인증/합의하는 과정에
약 10분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된다. 생성된 후보 블록
은 네트워크에 참여자들에게 전송되어 유효성 확인을 거쳐
이전 블록과 연결된다.

3. 산업적 혁신으로서 블록체인의 활용
전망

나. 블록체인의 발전방향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기관의 역할이나 신뢰비용이 큰 산업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

영역에 적용하는 경우,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

시작되었으며 이후 확장성과 효율성을 보완한 개인 블록체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산업분

인이 등장하였다. 앞으로는 산업적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

야 중 탈중앙화된 P2P 거래방식인 블록체인 적용으로 그

고, 더 나아가 사회 기반구조로써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과 물류·유통, 에너지분야

표 1과 같이 Blockchain 1.0은 도입기로 비트코인이 소개

의 적용에 의한 기대효과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된 2009년 이후부터 공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비트
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암호화폐가 출현하였다. 발전기로

가. 금융

볼 수 있는 Blockchain 2.0은 공개 블록체인의 단점을 개

금융분야에서 제3의 중개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부분

선한 개인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추가

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된 공개 블록체인이 등장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서버가 아닌 분산저장방식을 활용하여 보안성 및 투명성

개인 블록체인은 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고 통제 가

을 높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결제 및 송금, 증권거래, 자

능하며 참여자를 식별 가능하고 거래속도가 빠르며 네트워

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크 확장이 쉬운 특징을 가진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

출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IT서비스 업체에

술을 기반으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로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이다. 스마트 계약이란 용어는 1994년 미국의 전

먼저 결제 및 송금서비스는 기관간 신뢰가 필요한 업무로

산학자인 닉스자보(Nick Szabo)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써 송금의 경우 청산기관과 중앙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게

알려져 있으며 이더리움 (Ethereum)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되는데 이때 거래보증을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청

실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Blockchain 3.0은 금융산

산기관이 거래를 모아 주기적으로 처리를 하는 구조이기

업을 넘어 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성능, 고효율 블

때문에 거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블록체인을

록체인이 확산되고 가속화되는 시기로 확산기에 해당한다

활용한다면 신뢰를 위한 비용은 감소되고 청산업무는 즉

고 볼 수 있다. 현재 IBM과 Intel, SAP와 같은 글로벌 SW

시 이루어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하이퍼레저와 이더리움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Ripple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급결제 및 송금서

하고 분야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비스를 제공하여 저렴한 수수료 비용으로 거래시간을 단축

있다. 하이퍼레저는 리눅스재단(www.linuxfoundation.org)

하였다. 증권거래분야에서는 해외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의 오픈소스 과제로 제조, 공급망(Supply Chain), IoT 등 산

활용한 장외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Emerging Risk 신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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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PRi,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사회적 활용전망 및 시사점,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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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송하인
생산자

운송인

B

B
B

B
B
B

관세청

B

B

B

항만청

B

B

B

수화인

통관

B
해상
보험

B
부두
운영자

B
해운
대리점

그림 5. 블록체인을 활용한 EDI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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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스닥 OMX그룹은 블록체인을 통해 2015년부터 전문

진 블록체인의 특징을 활용하면 크게 3가지의 장점이 있다.

투자자용 장외시장인‘Nasdaq private market’
을 시범

첫째, 제품의 이동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이 제고

적용하여 실제 거래시간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다.

되어 업무효율성이 향상하고 최적의 재고를 보유할 수 있

영국 런던의 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의 증권거래소 역

다. 가시성은 물류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요인으로

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조직하였고, 일

원료공급지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의

본 증권거래소 그룹도 IBM과 노무라종합연구소와 협력하

흐름을 파악하고, 화물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빠르고

여 블록체인 기술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림 5와 같이 공

국내 역시 비상장주식 거래부분에서 블록체인이 도입될 것

급체인 생태계의 각 참여자(송하인, 포워더, 세관원, 수화인

으로 예상되며, 한국거래소는 플랫폼개발에 착수하여 장

등)는 블록체인으로 문서를 공유하는 경우, 어느 기관에서

외시장의 도입을 검토한 뒤에 상장주식거래에도 블록체인

든지 현 상태를 파악이 가능하다.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LG CNS의 경우, 블록체

둘째, 프로세스별 서류처리로 인한 지연시간과 서류교환

인 기술을 활용한 P2P 장외주식 거래서비스인‘B-트레이

횟수를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글로벌 해운물류

딩’
을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SDS는 블록체인 신생기업인

업계에 블록체인을 상용화하는 경우, 연간 물류비용의 약

블로코와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삼성카드 블록체인 구

20%인 서류·행정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2)되고

축사업을 비롯하여 송금, 인증, 지급결제 등 다양한 서비

있다.

스를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셋째, 효율적인 실시간 정보교류와 투명성으로 인해 물류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개인간 해외 부동산거래도 가능하다.

안전과 보안체계가 견고화되고 문제 해결시간을 줄여주는

부동산 거래회사인 Propy는 2016년 9월에 이더리움을 기

효과가 있다. 특히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요구조건

반으로 온라인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젝

이 만족하면 자동으로 업무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

트를 진행하였다.

간의 개입으로 인한 실수나 오류가 줄어든다. IBM은 4천 개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으로 실행할

이상 협력사와의 거래실적(연간 290만 개)을 분석한 결과, 거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은 2016년 6월에 더

래 시 분쟁 발생건수는 1일 평균 70~80건이고, 약 40일에

다오 프로젝트의 이더 탈취사건이나 2017년 7월에 발생한

소요되는 건당 분쟁 해결시간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패리티 지갑사건 등 개발자의 실수에 의해 해킹 사례가 발

10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대

생하였다. 또한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 (Bithumb)에서 관

효과를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시스

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

템의 서로 다른 문서형식의 표준화 문제나 대규모의 거래에

기도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과 거래분야에 활용하

대한 확장성 문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업무 보

는데 있어 낮은 보안의식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 계약의 취

상이나 인식제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지를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코드검증과 악성 코드

독려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여부 확인 및 사고발생 시 법적인 보호조치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에너지분야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 에너지

나. 물류/유통

분야에서 전력거래소 없이도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

물류/유통분야에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명성을 가

매,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 전자화폐,

2)	
“Blockchain’
s Chasm of Death-and Who Will Make It Out”
, Fortune,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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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및 청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
량과 판매기록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누
구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거래가 가능

4.사회적 혁신으로서 블록체인의 활용
전망

해진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용한다면 에너

위변조가 어렵고 원본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블록체인은 투

지의 중간거래자 없이도 특정조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거

명하고 신뢰받는 사회구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래가 체결될 수 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된 블

수 있다. 신뢰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록체인 신생기업인 Grid Singularity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을 적용하면 업무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으

분산된 에너지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

블록체인 기술은 마이크로 그리드 (Micro grid) 형태의 신

인다. 이에 디지털기술에 의한 변화가 크다고 예상되는 의

재생 에너지의 거래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이나

료, 선거, 기부금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현황과 블록체인

화력 등의 기존 발전방식은 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대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선제조건과 기대효과에

단위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력거래소 방식

대해 살펴보고‘투명 신뢰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

이 효율적이지만 마을단위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

할 필요가 있다.

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블록체인의 분장원장 기술
과 스마트 계약기술이 가장 적합한 요소기술이라고 볼 수

가. 의료분야

있다. Trans Active Grid라는 신생기업은 LO3 에너지

블록체인의 활용을 통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의 수집, 저

와 컨센스시스 (ConsensSys)와 협력하여 블록체인을 통

장 및 공유·활용과정에서 신뢰성,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

해 이웃간 에너지를 판매하는 브루클린 마이크로 그리드

여 의료분야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별

과제 (Brooklyn Microgrid Project)를 50가구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유전체 데이터, IoT기기에서 수집되는 라이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로그 등으로 헬스케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

이외에도 신재생 전자화폐, 전기차 충전 및 지불, 비트코

는 추세이다. 이러한 헬스케어 데이터는 보안관리가 더

인 요금결제, 전력거래 및 청산 등에 블록체인을 응용할

욱 중요시되는 민감정보로써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경

수 있다.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에게 이

우 막대한 비용과 관리주체의 책임과 부담이 커진다. 이러

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여 태양광에너지 생산에 대한 보

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

상을 솔라코인(Solar Coin)으로 지급하는 등의 연구개발이

게 통합관리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맞춤형 진료를 위한 기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과 지급을 위해 이더리

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16년 7월, 미국의 국가보건정보

움 기반의 블록충전(Block Charge) 과제나 비트코인을 통

기술국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한 전력판매요금 결제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블

Information Technology, ONC)은 블록체인을 통한 상호운

록체인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용성을 확보하여 정밀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과제를 부

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마이크로 그리드 이외의 연

여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하였다.

구·개발이나 기업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식별화 처리된 의료정보의 안전하

전력거래소와 같이 거래를 책임질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

고 투명한 활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의료 정

로 문제발생 시 피해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

보의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고를 만든 구

며 실제 활용을 위해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한 다양한 응

글의 딥마인드 (DeepMind)는 2017년 3월에 영국의 병원

용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및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연계하여 환자정보의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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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와 같은 데이터의 저장방식과 실제 건강기록과 그에 대한

(Verifiable Data Audit)를 적용
‘입증 가능한 데이터 검사’

식별자 (Identifier) 및 지시자 (Pointer)를 따로 구성하는 등

하겠다고 밝혔다. 딥마인드는 환자정보에 접근 시, 데이터

실제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트너는

사용기록에 대한 암호화 해시값을 생성하여 변경이 불가능

헬스케어 공급자 생태계에서 실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하도록 분산원장에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협력병원에서 실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과 함께 10년 이상 걸릴 것으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의료분야에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또한 파급효과가 심각한 의료정보의 보안침해 사고는 블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

록체인을 통한 보안성 강화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의과정을 포함한 의료생태계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필

2016년 미국 기준, 총 450건의 의료데이터 유출사건으로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700만명의 환자가 피해를 보았으며, 약 43%는 내부자
에 의해 27%는 해킹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록체인에

나. 정부/공공서비스

기록된 내용의 수정은 권한을 가진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

블록체인 기술은 복지, 기부금관리, 선거 및 여론조사, 조

해 변경이 가능하고 암호화로 보호되는 분산원장은 의료기

세관리 등 정부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투명성과 신뢰확

관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해커공격의 위험을 줄일

보, 보안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복지 분야

수 있다.

에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

하지만 국내의 경우, 특히 의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

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

반이 미흡하고 의료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저장방식과 확

하고 공유하여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

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준화된 청구

어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복지수당지급 및 활동 증명과 관

기반 의료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로써 산업적 활용에 제약

련된 관리를 블록체인을 통해 처리한다면 지급된 수당에

이 많으며 의료정보는 크기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사

대한 사용확인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업무 효율화 및 정책

노트와 같이 자유형식으로 저장하면 불필요하게 큰 거래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Transaction)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MRI, CT, 의사노트

기부금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간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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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은 기부금 관리단체의 운

면 공공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활용을 촉진하

영 효율성과 투명성, 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부를 지

며 부동산거래나 등기와 같은 자산관리와 전자계약은 스마

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회

트 계약을 활용하여 중개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사인 Ant Financial은 2016년 6월에 알리페이와 연계된

미국의 경우, 해커가 약 2천만명의 개인정보, 사회보장정

‘Ant Love’자선플랫폼에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

보, 지문, 고용기록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 등 중

해 블록체인을 도입하였다. 경기도 역시 2017년 3월에 블

앙시스템에 저장, 관리되는 데이터는 기관의 보호노력에

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부금 운용내역의 투명성을 확보

도 불구하고 조작이나 해킹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블록체인

하고 기부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을 활용한 보안성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공데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각종 여론조

이터는 API나 파일형태로 제공되고 이후 사용목적에 대한

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선거에 이르기까지 조

추적이 어려우나 블록체인에서는 이력에 대한 추적이 가능

작을 할 수 없고 보안성을 강화한 시스템구축이 가능하

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

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50개주 중 43개의 전자투표기

을 통해 자동차나 부동산거래 및 등기처리를 중개자 없이

(EVM)는 10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실패 및 고장발생 가능

계약자끼리 수행하여 절차의 간소화할 수도 있다.

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해킹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블록

스웨덴의 토지등록기관인 Lantmäteriet은 블록체인을 활

체인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기존의 전자투표방식의 보안위

용한 부동산 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균 3개월이 걸리는

협을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고, 변조방지기능을 갖춘 신뢰

부동산 판매과정을 수일 수준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반 투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미국 Follow my vote

있다.

나 VoteWatcher와 같은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적으로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

을 활용한 투표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

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인프라로 활용하기엔 많은 시간과

라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 전자투표방식에 활용이 가능할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R&D 지원, 전

것으로 보인다.

략수립 로드맵이나 안내지침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

또한 공공데이터와 자산관리영역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외는 정부차원의 전략 및

12

지원을 통해 국가 기반구조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

린지 방식으로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공공 분야에서 중·소규모 수준의 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의 ONC는 2016년 9월부터 블

례가 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는 중앙 집중성이 강하기 때

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도전과제를 2차례 공모하여 건강

문에 제도나 의식, 행동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

정보관련 연구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아

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알맞은 사회 적용

이디어를 모았다.

분야를 찾는 것도 관권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신뢰성 제고라는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용
시도가 필요하다. 두바이, 에스토니아, 영국, 스웨덴 등은

5. 시사점

공공부문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적용 및 활성화에

현재 글로벌 기업 및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분

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시

야별로 각국의 실정에 맞는 성공사례를 찾고 있다. 블록체

범 운영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

인 기술은 오랜 연구개발 끝에 상용화가 되는 기술과는 다

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르게 적용을 통한 실패와 교훈을 반복하며 현재도 빠른 속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모범사례

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혁신

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으로 블록체인 활용

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금융분야 이외에 타 산

을 확산할 수 있다.

업이나 정부·공공서비스로의 확산시도는 사실상 저조한

블록체인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는 첫째, 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나 검

록체인 기술에 관련한 전 세계의 움직임을 수집하고 스마

증미흡으로 인한 우려로 각 분야의 블록체인 도입 및 활용

트 계약, 규제 및 상호운용성, 표준 등 전문지식을 발굴

에 제약이 존재하며 현행 법제도상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고려해 볼

문제 발생 가능성과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수 있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블록체인

현안이 존재한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위

관련 계획을 모니터링/분석하고 소통하기 위한‘관측소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는 사례발굴 측면에서

(Observatory)’
와‘포럼(Forum)’
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활용 촉진을 위

둘째,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블록체인의 확산을 위한

목표로 하는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후속차원의 지원체계를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바이는 2017년 5월에 블록체인 전

먼저 국가차원의 블록체인 육성 로드맵을 작성하여 IoT,

략 중 하나인 산업창출을 목표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신생

물류·유통, 에너지 등 산업분야와 의료 및 공공/행정서비

기업을 발굴을 위한‘SDO (Smart Dubai Office) 블록체인

스 등 사회분야를 포함하는 혁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챌린지’
를 개최하여 선정된 신생기업에게‘두바이 블록체

첫째,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및 상호운용성 표준화 계획

에 기여할 기회와 파일
인전략(Dubai Blockchain Strategy)’

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

럿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후속차원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요하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내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

둘째, 국가 R&D 과제에서 산업별 오픈소스 컨소시엄(예,

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적 기

하이퍼레저)을 활용하는 등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선도적 블

여 최첨단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록체인 도입 활성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 기

셋째, 블록체인 기술로 산업별 활용확산을 위한 방법과 아

관, 글로벌 SW기업과의 공동대응전략을 통해 정보를 공유

이디어, 기술적 제약 극복방법 등의 목적지향형 과제를 챌

하고 비용을 분담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장서고 있다. 이력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분야에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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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 (耐震) 실태 및 개·보수방안

1. 서론

2. 건축물 및 시설물의 내진성능실태

최근 경북 경주(2016. 9. 12, 규모 5.8) 및 포항(2017. 11.

1. 내진설계 대상의 변천과정

15, 규모 5.4)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피해에 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규정은 1988년 건축법 시행령 제

응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

16조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사적인 지진기록과 지질학적 검토를 토대로 할 때 우리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한 바 있다.

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그 후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다. 더구나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지진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건축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의 지진발생건수

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또 최근 경주지진 이후, 2층

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2

지진발생시 인명피해와 더불어 사회기간시설이 붕괴될 경

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내진

건축물의 내진설계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국내에서 건축

설계나 내진보강과 같은 사전적(事前的)인 대책이 매우 중

한 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

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중소 건축물에서 내진설계가

어 있지 않다. 따라서 30년 이상 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보강이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가 매우 미흡하다. 특히 민간소유의 기존 건축물에서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 민간건축물의 내진실태

본고에서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실태 및 내진보강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5년 12월 현재 건축물의 내진

술, 그리고 관련정책의 운용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사례의

설계현황을 보면 총 698만6,913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

분석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서 6.8%에 불과하다. 또

정책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법상 3층 이상의 내진설계대상이 총 144만동이라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내진성능 확보율은 33% 수준이다.

1)	지진발생 횟수를 연대별로 보면 1980년대에는 157회였으나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336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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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운데 특히 단독주택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3.4%로

3. 공공시설물의 내진실태

매우 낮다. 그런데 외국의 지진피해사례를 보면 중·저층의

국민안전처가 마련한‘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

단독주택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획’
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내진보강이 요구되는 전국

는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의 공공시설물 11만6,768개소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5만3,206개소로서 내진성능 확보율은 45.6%이다.

표 1.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변천과정
세대

개정시기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층수

연면적

Blockchain 4.0

1988. 3

발전기

10만㎡ 이상, 1,000㎡ 이상
병원ㆍ발전소ㆍ공공업무시설
등, 5,000㎡ 이상인 관람집회
시설, 1만㎡ 이상인 판매시설

1992. 6

〃

1만

2005. 7

3층 이상

1,000㎡ 이상(창고ㆍ축사ㆍ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2009. 7

〃

1,000㎡ 이상(위와 동일)

2014. 11

〃

5000㎡ 이상(위와 동일)

2017. 2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간격 10m 이상

(ex) 예산관리, 투표 등
정부·공공서비스

표 2.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실태
구  분
총 계

주택

주택
이외

(단위: 호)

전체(A)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대상 (B)

내진성능
확보 (C)

내진성능 확보율(%)
C/B

C/A

6,986,913

1,439,547

475,335

33.0

6.8

소계

4,568,851

806,225

314,376

39.0

6.9

단독주택

4,168,793

445,236

143,204

32.2

3.4

공동주택

400,058

360,989

171,172

47.2

42.8

소계

2,418,062

633,322

160,959

25.4

6.7

학교

46,324

31,638

7,336

23.2

15.8

의료시설

6,260

5,079

2,575

50.7

41.1

공공 업무시설

42,077

15,003

2,663

17.7

6.3

2,323,401

581,602

148,385

25.5

6.4

기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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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학교시설의 경우 3만1,900개소
가운데 2만4,327개소에서 내진성능이 미흡하여 시급한 보
강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 송유관이나 전기통신시설, 수도

3. 내진보강관련 제도 및 운용실태
1. 공공시설물

시설, 그리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핵심적인 기간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서는 내진설계대상이 제

물도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강진(强

정 또는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내진

震)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간시설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사

성능보강기본계획’
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

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송유관시설은 지진발생시

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

누유(漏油)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토양오염 등의 위험이 심

체에서는 2011년에 1단계‘내진보강기본계획’
을 수립했

각하다. 고속철도나 일반철도 또한 지진발생시 중대 재해로

으며 2016년에는 제2차‘내진보강기본계획’
을 수립한 바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급한 내진보강이 요구된다.

있다.
그런데「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근거하여 기존 시설물의

표 3.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

(단위: 개소)

내진보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대

계 (A)

내진성능
확보(B)

116,768

53,206

45.6

441

264

59.9

32,210

20,305

63.0

가스시설

426

424

99.5

2. 민간건축물

도시철도

1,075

867

80.7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보강 사업이 확대될 계획으로

5

0

0.0

수도시설

2,568

1,462

56.9

어항시설

1,249

318

25.5

정부는 2016년 5월‘지진방재개선대책’
을 마련하면서 민

원자로 등

247

243

98.4

간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

전력시설

4,273

3,745

87.6

철도시설

3,994

1,644

41.2

고속철도

274

184

67.2

대할 예정이다. 증·개축 등이 내진보강사업과 연계될 경

항만시설

705

430

61.0

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학교시설

31,900

7,573

23.7

유기시설

77

10

13.0

병원시설

2,823

1,833

64.9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76

27

35.5

의 내진보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대상시설
계
공항시설
도로시설물

송유관

전기통신시설
자료: 국민안전처

B/A(%)

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동안 내진(耐震)에 대한 사
회적 관심도 낮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경주·포항
사태 이후 2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내진성능보
강 예산을 크게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있다. 그러나 민간건축물은 정부에서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용이하지 않고, 내진보강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미흡하다.

책을 입안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민간건축물에서 내진성능
을 보강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현재 연면
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

시에는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포함되었
다. 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도 표시할 예정이다.

이유는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은 반면, 내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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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taishin.metro.tokyo.jp.

내진벽 증설

철골브레이스 보강

외측 철골보강

새로운 벽을 철근콘크리트 등에 증
설하여 내진보강
건물의 내부, 외부와 관계없이 설치

기둥, 보의 안쪽에 철골프레이스를
증설하여 내진보강
개구부를 남겨두고 내진성능을 향
상시키는 것이 가능

건물외측에 철골브레이스를 증설

하여 내진보강 실시
기존의 벽이나 섀시의 해체없이 가능

철골브레이스

부벽(버트리스) 증설

기둥보강

내진슬릿 신설

버트리스(Buttress) 등의 부벽을 건
물 외부에 증설
건물주변이나 부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적합

기존기둥에섬유시트나강판을둘러콘
크리트와강판을일체화시켜내진보강
기둥이 많을 경우 작업량이 많아지
는 단점이 존재

철근콘크리트조 기존 건물의 기둥
에 가깝게 간극(Slit)을 설치해 기둥
내력을 향상
내진슬릿(Slit)

중량저감

면진(免震) 구조화

제진기구(制震機構)설치

구조물 등의 일부를 철거하여 전체
중량을 저감
그 이외 보강방법을 조합하여 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임

면진 (免震)장치를 건물의 기초하부
나 중간층에 설치하여 지진력이 건
물에 전달되는 것을 크게 낮추어
구조체의 손상을 저감시킴

제진 (制震)댐퍼 등 건물에 영향을
주는 지진력을 흡수하는 것에 의해
구조체의 손상저감 도모

그림 1.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등에서 내진 개수공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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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유인하기 위한 행정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기 때문

면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1981년 이후 시공된 건축물은

이다. 또 지방세감면도 지자체에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고,

대부분 안전하였으나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90% 이

지진재해 관련 보험금도 보험회사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상 붕괴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어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에「건축
물의 내진개수촉진법」
을 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
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동 법은 2013년 11

4.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기술 동향

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호텔, 대

내진 개수공법에는 크게 내진 (耐震)보강, 제진 (制震)보강,

대해서는 내진진단의 실시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

면진(免震)보강의 3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공법의 개요는

화한 바 있다.

그림 1.과 같다. 이 가운데 내진보강은 건축물 강도와 변형

일본에서는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성능을 높인다는 개념 하에 종래로부터 이루어져 왔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내진진단이나 내진개보

일반적인 보수방법이다. 내진보강은 지진에너지를 흡수하

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다. 이는

는 댐퍼 (Damper) 등을 설치하여 지진피해를 줄이는 방법

‘주택·건축물 안전스톡형성사업’
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자

인데 건축물의 강도와 변형성능을 그만큼 높이지 않고도

체별로 보조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최근 내진진단이 의무

보강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면진보강은 면진장치를 설치함

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내진대책긴급촉진사

으로써 지진피해를 저감하고,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특별

업’
이 신설되었다.

한 보강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소득세 공제는 표준공사비용 상당액의 10% 가량이 대상이

형쇼핑센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며 상한은 25만엔이다. 고정자산세의 감액은 세액의 1/2
이며 1년을 한도로 한다. 내진진단 의무건축물의 경우 법

5. 일본의 내진 개보수 정책사례

인세나 소득세의 특별상각, 고정자산세의 감액 등이 가능

1995년 1월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사례를 보

구에 의한 대출제도가 있다. 대출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하다. 금융지원대책으로는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지원기

표4. 일본의 내진진단 의무화대상 건축물
건축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건출물
피난확보상 특히 배려를
요하는 자가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하는 대규모 저장시설 등

용    도

요     건
층수

연면적 합계

병원, 점포, 여관 등

3층 이상(지하층 포함)

5,000㎡ 이상

체육관

1층 이상

5,000㎡ 이상

노인홈 등

2층 이상(지하층 포함)

5,000㎡ 이상

초·중학교 등

2층 이상(지하층 포함)

3,000㎡ 이상

체육관

2층 이상(지하층 포함)

1,500㎡ 이상

1층 이상

5,000㎡ 이상

위험물저장시설 등(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내 건축물에 한함)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시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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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엔이며 공사비용의 80%까지 가능하다. 맨션은 원

경주, 포항 등 대규모 지진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

칙적으로 1호당 500만엔이며 공용부분 공사비의 80%까

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

지 가능하다. 내진진단 의무건축물의 경우 일본정책금융

물이나 다중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지진발생시 외

공고 (日本政策金融公庫)에서 운용하는‘방재·환경대책자

장재나 지붕재 등의 탈락, 낙하 등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금’
의 대출도 가능하다.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의무화할 수 있다.

행정지원측면에서는 용적률 및 건폐율특례가 도입되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유인할 수 있

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내진성능을 인정받은 경우‘기

도록 금융 또는 세제측면의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예

준적합 인증건축물’마크를 해당 건축물에 표시할 수 있

를 들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대출을 검토하고 재난

다. 공동주택의 내진 개보수사업은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관리기금 또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등을 학교나 다중

되어 개별소유자와 합의하면서 추진하는데「내진개수촉

이용시설의 내진보강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진법」
이 개정되어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종전‘3/4’
에서

다. 또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기간이

‘1/2’
로 완화된 바 있다.

나 감면폭을 확대하고 내진보강공사비에 대하여 정부나 지
자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내진성능확보를 위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완화가 불

6.건축물의 내진보강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가피할 때는 이를 허용하고,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의

정부에서는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현

사업,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자금지원이나 층

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우선 건축

수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서 내진보강을 전

법령의 변화로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 가운데 내

제로 사업을 인허가할 수 있다.

진성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은 내진진단을 받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우쳐 건축물

도록 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의 성능이 조기에 저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30년 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 가운데 지진발생시

상 노후화된 건물은 단순한 개·보수보다는 재건축을 통하

과도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

여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해서는 내진보강을 의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극

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이나 초등학교, 유치

강화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존 건

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화약류, 석유류 등 위험물을

축물에 대한 특례나 적용완화를 통하여 재건축을 제도적으

저장하거나 처리장 용도로 제공하는 건축물도 대상이 될

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변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이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지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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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1.서론

결과를 초래하였다.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소유주

다. 대위권행사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증권상

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임차인과 다툴 필요가 없다. 소

피보험자로의 기재여부를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구체

유주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

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험의 성격을 감안하여 각 피

소송 등의 복잡한 일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을 판단하고 피보험자의 적격성

소유주를 대신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를‘보험자 대위’또

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위권 포기는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

는‘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라고일컫는다.
보험자 대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험금 지급 시 제3
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
인데 고의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2. 보험자 대위

피용인 등은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자

1. 취지 및 법규

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보험자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사

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판례(90다10063 판결 등)를 통해 널

고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리 알려졌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피해자가 보험자와 가해자로부터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을

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막고 손해배상의 원칙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 대위는 크게 보험목적(잔존물) 대위와 제3자(청구권) 대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판시하고 있다.

로 구분되며 본 고에서는 주로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고

위 판례는 손해사정실무 시 널리 인용되어 왔으나 동시에

있는 청구권 대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성격과 조건이 완전히 상이한 사안에도 판결의 일부 내
용만을 발췌하여 무비판적으로 인용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2. 구상권과의 차이

하였다. 특히 건설공사보험과 같이 보험의 특성상 피보험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

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는 경우, 불특정 다수

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공

에게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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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정의를 통해보다 직관적인 설명이 가

는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능하다. 피보험자는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권리를 구상권으로 규정한다.1)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 관

또한 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사고발생의 대상이 되

계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이

는 피보험자의 경제상 재화를 의미하는「보험의 목적」
과는

아닌 한 채무 변제로 볼 수 없으나 사후적으로 책임있는 자

구별되는 개념인「보험계약의 목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2)

에게 기지급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개념이 민법상 구상권

피보험이익의 검토는 보험증권상 기재되는 추가피보험자

과 유사하기 때문에 청구권 대위를 통한 보험자의 손해배상

(Additional insured)가 정상적으로 피보험이익을 보유하

청구권 또한 구상권이라는 단어에 포섭하여 사용하는 경향

고 있는 적격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고 보험증권상

이 생겨났다.

“Related party”
,“Others”
,“기타 이해관계자”등 모호

보험자 대위는 권리가 아니라 상법에 특수하게 마련해놓은

하게 기재되어 있는 추가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을 확정

제도이기 때문에 구상권과 보험자 대위를 동일 위상에서 비

하여 구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즉,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라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

‘수단’
을 통해 피보험자의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

생해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외의 자가

과 같은 권리를‘취득 및 행사’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되어야 한다.3) 그렇기 때문에 공동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

하다.

는 사고원인 제공자가 적격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보험업계에서 타인을 상대로 한 반환

하는 것은 구상 가능여부를 따지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청구권을 총칭하여 사용되었기에 보험자 대위권과 엄격하

라고 할 수 있으며 증권상 기명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

게 구분되지 않아왔으나 권리의 성격과 법리의 적용이 다르

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피보험이익

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불필요한 혼동

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

을 방지하기 위해‘구상권’
을 보험자 대위권을 아우르는 포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이 세계적으로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위 문제를 직접 다룬 국내 판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

3. 피보험이익과 구상

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1. 피보험이익과 적격 피보험자

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관행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손해보험계약에만 존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하는 보험계약의 요소이며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보

바,4) 피보험이익 유무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확정 및 구

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보험목적

상권 행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도 손해를 입게 되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피보험이익을 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2)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
4)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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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를 담보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구상이 제한된다면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첨부

해당 위험을 기술보험에서 담보받은 후 기술보험자가 원인

하는 대위권 포기특별약관의 존재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상품별 담보위험

결론적으로 증권상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의 왜곡과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다. 제품결함을 인지

피보험이익을 갖추지 않은 이상 구상대상이 될 수 있는 가

하지 못했던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속발손해에

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피보험자 등재요청이 있을 시, 실

대해서는 담보한다 할지라도 제조업체가 증권상 공동피보

질적으로 해당 보험상품의 피보험자로 등재될만한 지위에

험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자의 구상을 제한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등재여부를

한다면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업체가 기술보험의 적격 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기술보험의 담보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것

2. 구체적 사례 검토

은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생산물결함에 기인한 손해

(1) 납품업체에 대한 구상

는 위험자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체, 혹은 생산물

결함있는 부품 자체의 손해는 대다수의 재산보험에서 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상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속발손해 (Ensuant

있다.

damage)5)

는 상품별 특성, 추가특별약관 첨부에 따라 보

상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담보하게 되는 경우 제조

(2) 설계/감리업자에 대한 구상

업체에 대한 구상이슈가 대두된다.

기본적으로 설계/감리업자 위험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해

보험상품간 독자영역 구분은 손해사정의 기본원칙이다.

당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배상책임보험이 존재

완성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재물손해 및 신체손해

하기 때문에 설계/감리업자가 공사작업 자체를 담보하고

5)	위 경우 부품의 하자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결과적 손해를 의미한다

24

자 하는 기술보험의 적격피보험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보

손해를 고용주가 보험을 통해 담보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 어렵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고용계약상의 암묵적인

는 상황에서 공동피보험자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기재하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6) 이

다면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험 일체를 기술보험

후 The Minister for Labour and the British Insurance

증권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기로 합의된 것 아니냐는 주장

Association은 UK의 모든 보험회사가 종업원의 고의나

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기술보험의 담보범위

공모로 인한 행위가 아닌 이상 금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Coverage scope)를 공사 및 조립작업위험으로 국한시켜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신사협정을

야 한다”
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주체별

제정하였으며 이 견해는 스코틀랜드 법원에서도 인용되었

사적자치의 용인범위에 따라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

다.7)

여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술보험약관에서 설계/감리위

국내 법원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

험을 면책으로 두어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보

은 판결에서 그 근거를‘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

았을 때 해당 위험의 보유자는 약관에서 의도하는 피보험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구상책임

이익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

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 사고에 따른 최종적

한 해석이 구상단계에까지 준용되어 설계/감리업자를 대

인 책임을 해당 직원이 모두 부담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상으로 하는 구상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는 사실을 참작했을 때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3) 종업원에 대한 구상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종업원에 대한 구상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직원의 과실로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

인한 보험사고에 따르는 손해는 전형적인 운영보험의 담보

는 점을 들었다.8)

손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보험증권상 피보

반대로 말하면 피보험자가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험자로 기재되지는 않지만 기명 피보험자인 법인에 포함되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는 것으로 보는 해석 때문에 종업원을 상대로 한 구상이 실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법원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종업원이 어느 상황이든 피보험자의

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태도,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대표(대표이사 등)의 판단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에 의한 고의방화는 면책손해이지만 종업원의 개인적 동기

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

에 기인한 방화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 이는 보상여

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

부를 검토함에 있어 종업원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간

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

주하는 것이며 구상의 경우도 동일기준의 준용이 가능할 것

을 행사할 수 있다.9) 결국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작업

으로 보인다.

을 수행하는 동안의 종업원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지

해외의 경우 잉글랜드에서는 일찍이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만 종업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고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6)	Lister v. Romford Ice & Cold Storage [1956] UKHL J1220-2 (Lord Denning dissenting) and Morris v Ford Motor Co. [1973] 2 W.L.R. 843
7)	Sinnott v. Quinnsworth, CIE and Durning [1984] WJSC-SC
8) 서울중앙지법 2010.3.25. 선고 2009나31177판결
9)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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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

상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보험자 지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

해배상청구나 구상이 가능하고, 보험자대위 역시 인정될

게 넓게 해석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잉글랜드의 사례 또한

임차인이 증권상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보험자와 계약자

종업원의 고의나 공모로 인한 행위가 아닌 범위 안에서만

간에 임차인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암묵적 합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기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

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판례는 임차

고 볼 수 있다.

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
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

(4) 임차인에 대한 구상

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인 것으로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통상 소유이익이기 때문에 임차

판단한 바, 임차인의 피보험자 지위를 부정한 바 있다.10)

인은 적격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임차인 과실로 건물이 손

따라서 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의 과실 혹은 부주의로 사

상되는 경우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구상하지 않도록 임차인

임차인도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재산종합보험약관에 피보험자 정의

있으나 임차자 배상책임이라는 전용보험 또는 별도특약이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위권포기특별약

존재하고, 임차인은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떠나서 건물

관을 도입하는 것이 보험가입자의 현실적 요구를 적절히

손해로 인해 직접적 재산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11)

임차인까지 재물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하여 보험자의 구
*세입자가 그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구상금 지급

화재손해에
대한 보상
임대자 측
보험사

임차자 측
보험사
권
구상
청구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임대자

임차자

(건물주)

(세입자)

10)	대법원, 1997.5.30. 95다 14800
11)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자 추가설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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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이익과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의
관계

한편 대위권포기조항의 효력에 대해서“삽입되는 순간 구

대위권 포기조항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구상권 행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

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

련하여 일반적으로는 무제한적인 포기를 의도한 것으로 해

보험자에게 질 수 있는 배상책임위험을 보험자에게 최종적

석하기 쉽고 해외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대위

으로 전가시켜 서로를 보호하고 구상으로 인한 소송증가를

권 포기조항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상은 불가하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사고의 성격,
약관의 해석, 계약서에 담긴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구상이

방지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해당 조항이 어떤 계약
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계약 당사자간 대위권 포기약정: Underlying
Contract
보험으로 처리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상호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서로의 지위에서 필요한 보

5. 해외사례
1.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구상
해외에서도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구상은 다루기 어려운 주

험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계약 당

제로 취급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다루어진 이력이 있다.

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조항 하나를 추가하여 본인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구상은 제한된다는 것이 전세계적으

들의 위험을 줄이는 셈이니 선호할만한 조건이라고 할

로 통용되는 일반 원칙이지만13) 이는 공동피보험자가 손

수 있다.
②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대위권 포기약정: Insurance
Policy
일정수준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하고 전체 혹은 피보험자
가 요청한 대상에 대해 보험자가 구상하지 않을 것을 약
정하는 것이다.

해와 충분한 이해관계(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
제로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공동피보험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 아
래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보험자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
다.14)
① 구상의 원인이 되는 손해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공동피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상 대위권포기특약 첨부 시 일정수

보험자가 피보험자 지위에 있는 경우(= 피보험이익을 보

준의 추가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 대위권

유하고 있는 경우)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기가 어

② 보험증권상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조항이

렵다.12)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자

있는 경우

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약정 없음을 기본적인

③ 피보험자간 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Warranty 조건으로 하여 동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별도의

위의 ①에서 보다시피 영국법원에서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상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시 하는 기준은 사고발생

12)	해외에서는 증권상“Others”
의 형태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고 구상권 포기 특별약관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
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의도하는 바를 계약내용으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Tyco vs Rolls Royce, 2008).
13) Simpson v Thompson(1877) 3 APP Cas 279 HL
14)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Volume Four p.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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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손해확대에 책임이 있는 공동피보험자가 피보험자로

may appear”
라는 구절을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피보

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험자로서의 지위를 자신의 장비, 기구와 수행하는 작업영

지고 있는지에 대한여부이다.(②, ③은 대위권포기특약에 대

역에 한정하는 문구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공동피보험자

한 설명임)

인 하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납입하지도 않고 보험자에 대한

영국법원에서 다루어졌던 Yasin 사례에서 선주 (Yasin)는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 지위의 제한적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화물을 운반하는 항해의 용선계약을

인정이 가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반대의

맺으면서 적하보험의 화주와 같이 공동피보험자로 등재되

견을 가진 대다수의 주(州)에서는‘As their interest may

었으나 적하물을 실은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appear’
를 도급업자/하도급업자의 피보험자 지위를 제한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적하보험자는 선주의 감항성유

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문구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어 선주에게 구

보고 있다.

상권을 행사하였다. 선주는 자신이 공동피보험자이기 때
문에 구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2.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는 선주가 증권상 공동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계약서 혹은 보험증권에 대

실질적인 지위는 대리인(Agent)에 불과할 뿐, 실제 적하물

위권포기조항이 첨부된 경우에 보험자의 구상이 제한되는

과 관련된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 없기 때문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황에 따른 몇 가

증권상 적격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 예외사례가 있으며 그 사례에서 적용되는 논리는 대위

15)

기각하였다.

권포기조항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살펴볼만한 가치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자가 공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없

가 있다.

다는 암묵적 원칙 (Implied term)에서 벗어나 명시적 조건

미국에서는 쌍방, 혹은 일방의 책임면제(Liability release)

(Express term)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최고법원 판사 Rix

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있을지라도 중과실로 인해 사고

LJ는 공동피보험자간 계약서에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

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면제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원

능하도록 되어있다면 보험자도 당연히 과실있는 공동피보

칙이 일반적이다.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16)

그는“암묵

중과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래의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적 합의는 절대로 명시적 합의를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대위

것 또한 법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과실을

권포기조항이 증권이나 계약서상 명기되지 않는 한 보험자

범한 행위주체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강제성이 없는

가 발주자의 이름으로 공동피보험자에게 구상하지 못한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는 견
는 원칙(Doctrine of an implied term)같은 것은 없다

Maine, New York, Nebraska, Vermont주 (州) 에서

해를 피력하였다.

는 대위권포기조항을 일반적 책임면제와 구분지어 생각

s risk Policy)에서는 피보험
미국의 공사보험증권 (Builder’

하므로 여전히 대위권포기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자 관련 조항에서“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are

Kansas, Georgia주 (州)에서는 대위권포기조항이 일반

additional insured as their interest may appear.”
라

계약상의 책임면제조항과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 기술하고 있다. 일부 주 (州)에서는“As their interest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책임면제의 효력이 사라지게

험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15)	The Yasin [1979] 2 Lloyd’
s Rep 45
16)	Tyco Fire and Integrated Solution(UK) Ltd v Rolls-Royce Motor Cars Ltd [2008] EWCA Civ 286 the Court of Appeal, 보험자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판사가 발주자와 시공업자간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의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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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보험자의 구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보험가입의 이
익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는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의 본질적
취지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6. 결론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삽입하고 기계적으로 추가보험료를 부

보험자 대위권 행사를 통한 구상금 환입은 보험사의 실적

별위험의 성질 및 이에 따른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따져보

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액 클레임의 보험금 회수 시

지 않고 피보험자임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험증권상 모호한 문구 때문에 이를 포기하게 된다면 보

쉽게 결론 내리는 업무관행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험사로서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책

다만 피보험이익과 상관없이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로부터

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 부당이득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

을 챙김으로써 실손보상이라는 손해보험계약의 근본 원칙

난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을 삽입하거나 해당 이해관계자와

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을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구상권 행사로부터 특

체결한 후 보험체결단계에서 보험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이

정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험자와 맺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겠다.

은 일종의 계약이자 합의인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

보험계약의 특성과 피보험자의 의사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

인 보험계약의 체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의사

17)

다.

그러나 그 효력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하고,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각 이해관계자가 갖는 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기대해본다.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위의 예외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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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석  
Lessons Learned

1. 개요
2. 등록 및 사용현황

한창평
한국교통사고해석기술 연구원장

3. 사고현황
4. 관리실태
5. 안전관리방안 및 제언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분석

1. 개요

권 침해 또는 다른 건물과 간섭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L형

기본적으로‘타워크레인’
이란 수직타워 상부에 지브 (Jib)

타워크레인은 작업환경 및 반경은 매우 높고 넓어 사고발

등을 이용하여 권상·권하 및 하중을 전후로 횡행하여 건설

생 시 다수의 작업자, 보행자 등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

자재 등의 인양물을 작업장 내외의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 도로 및

시키는 건설장비를 말한다. 타워크레인은 마스트, 메인지

시설물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

브, 카운터 지브, 평형추, 연결바, 캣 헤드, 선회장치, 트

다.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인천 부평역 근처 공사현장의

롤리, 훅 블록, 유압상승장치, 조종석 등으로 구성된다. 타

타워크레인이 철로쪽으로 전도되는 사고로 인해 양방향 전

워크레인 종류로는 주종을 이루는 T형 타워크레인과 고공

철이 장시간 중단된 사례도 있다.

타워크레인이 있다.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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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권상 및 권하방지장치
2. 과부하방지장치
3. 속도제한장치
4. 바람에 대한 안전장치
5. 비상정지장치
6. 트롤리 내·외측 제어장치
7. 트롤리 로프파손 안전장치
8. 트롤리 정지장치(스토퍼)
9. 트롤리 로프 긴장장치
10. 와이어로프 꼬임방지장치
11. 훅 해지장치
12. 선회제한 리미트스위치
13. 부딪힘 방지장치
14. 선회브레이크 풀림장치
15.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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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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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앵커
2. 언더캐리지
3. 타워섹션
4. 조립슬립링과 블루일 링서포트
5. 볼 슬루잉 링
6. 기계플랫폼
7. 카운터 밸러스터
8. 루핑(Luffing)
9. 호이스팅 기어
10. 슬루잉 기어
11. 운전실
12. A-프레임
13. 압력봉(지지봉)
14. 지브 피벗섹션
15. 중간지브 섹션
16. 집헤드 섹션
17. 루핑(Luffing)로프
18. 도르래 블록
19. 지브가이(Guy) 로프
20. 호이스팅 로프
21. 과부하방지 측정축
22. 로프꼬임방지장치
23. 훅블록
24. 과기복방지장치

자료: 타워크레인작업 위험경보발령 리플렛, 고용노동부

2. 등록 및 사용현황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의무등록대상이며 등록 이후에는

안전관리책임이 있으나 작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① 검사→② 설치·사용→③ 해체과정을 반복한다. 최근

없어 대형사고의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에는 고층건물에 대한 건설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건수

어렵다.

는 2014년 3,171대, 2015년 3,673대, 2016년 5,432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7,560명('17)이며 타워크레인 운전기

2017년 6,074대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제조국 별로는 중

능사자격을 보유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 하

국이 1,344대를 포함하여 외산 타워크레인은 3,475대로

고,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는 제관기능사(강철관ㆍ철골물 제

전체의 타워크레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연식별로

작), 비계기능사(고층건물 작업을 위한 가설물설치) 국가기술

는 10년 이상이 44%, 20년 이상 21%이다.

자격을 보유하거나 설치·해체교육과정(36시간, 안전보건교

타워크레인 설치·사용은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

육원)을 이수해야 한다.

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업체와 설치·해체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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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원청 건설사,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각각

등록

검사

국내제조

(제조업체)

해외수입

설치시 검사

건설기계 등록

(소유자 →지자체)

(수입업체)

(임대업체 →검사기관)

정기검사 →수시검사
(임대업체 →검사기관)

설치·사용

해체

현장설치(설치·해체업체)

해체(설치·해체보관)

사용(원하청 건설사)

야적장 보관(임대업체)

자료: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관계부처 국정현안점검회의, '17.11)

구분

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대수

6,074

2,653

726

1,141

286

1,268

비율

100%

43.7%

11.9%

18.8%

4.7%

20.9%

국내

2,599

670

457

611

131

730

수입

3,475

1,983

269

530

155

538

합계

자료: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등록현황('17.11)

3. 사고현황

고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대형 사고는 2013년 5건(사망
6명, 부상 3명), 2014년 5건(사망 5명, 부상 3건), 2015년 1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건(사망 1명), 2016년 9건(사망 10명, 부상 1명), 2017년 4건

크고 작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총 280건으로 39명이 사망

(사망 13명, 부상 29명)으로 사고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

하고 267명이 부상하였다. 약 5년간 100대 중 5대에서 사

황이다.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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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사례

사고개요

관련사진

•턴테이블과 마스트 체결필 일부 미설치상태에서 텔레스코픽케이지
하강(사망 1명)
- 2014년 1월 마스트 연장작업 중 턴테이블과 최상부 마스트의 체결
		 핀 일부를 미체결한 상태에서 스코픽케이지를 하강하는 상태에서
		 무너짐으로 근로자 떨어짐

내마스트와 연결구멍
외마스트와 연결핀구멍

손상된 핀구멍

•안전대 미착용상태에서 마스트 내부이동 중 실족(사망 1명)

수직사다리

- 2016년 9월 텔레스코핑케이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마스트
		 내부이동 중 떨어짐

•줄걸이작업 병행 중 하강하는 훅블록에 맞음(사망 1명)
- 2010년 12월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해 지상의 마스트 결속준비 중
		 훅블록에 맞음

훅 낙하지점

•권상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인양물에 맞음(사망 1명)

와이어로프
파단지점

- 2014년 9월 인양·회전 중이던 인양물이 권상와이어로프의 파단
		 으로 인해 하부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작업중인 근무자가 맞음

•설계사양보다 직경이 작은 지브연결핀 사용(사망 1명)
- 2017년 1월 인양작업 중 메인 지브가 파단되면서 옥상층에서
		 거푸집 작업중인 근로자가 낙하나는 지브에 맞음
탈락부위

•마스트 연장작업 중 마스트 사다리이탈로 떨어짐(사망 2명)
- 2016년 11월 마스트 연장작업중 인양된 마스트 내부 사다리가
		 이탈되면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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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점별로는 설치·해체작업 중 20건(62.5%), 사

십 톤 가량의 타워크레인의 운전실을 포함한 붐대 등 기둥

용중 12건 사고로 보고 있고,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방법 불

윗부분을 밀어 올리는 기능이므로 이와 같은 파워실린더가

량 16건, 설비결함 13건, 태풍 등 기타사유 3건으로 분석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되고 있다.

유압실린더의 가압시험을 실시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기계안전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업자 등 인력

현재 해당 모델은 국내에 300여대가 등록되어 등록된 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체 타워크레인 6천여대 중 약 5%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약

사고 원인의 대다수(80%)는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

100여대는 최근까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의 기계적 결함을 줄이려고 하
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명백히 밝혀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 분석부터 엇박
자이다.

4. 관리실태

최근 국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사고에 대하여 정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29일부터 7

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개 모델에 대한 사용중지를 권

월 30일까지 두 달간 타워크레인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하였는데, 그 중에서 유압동력실린더의 부품이상으로

1,460곳의 작업장 중 28%인 414곳에서 관리감독자의 업

사용중지가 권고된 KNF 타워크레인은 전국에 등록된 전

무소홀 등 법령을 위반한 채 타워크레인을 운용하고 있는

체 대수 가운데 100대 중 5대 정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낮은 과징금과 감독 재요청 등

르면 국내 KNF 중공업(2011년 폐업)이 제작·보급한 타워

솜방망이처벌에 그쳐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않고 있는 실

크레인 2개 모델(KNF355I, KNF336I)에서 유압실린더의 부

정이다.

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유압실린더는 타워크레인 설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규등록검사, 정기

치·해체·인상작업을 할 때 기둥(마스트) 상부에 장착돼 수

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등록검사는 건설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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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준에 따라 제작기준 준수여부, 설계도 일치여

있는 요즘 연식이 오래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

부,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6개월 마

체계 부재, 복잡한 계약관계 하에서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볼트와 핀 체결상태, 하중테스

발생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트,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협하고 있다.

검사이다. 현재 검사 부적합률은 3%에 불과하고 심지어 작

당국은 타워크레인의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의정부 타워크레인은 의무안전검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를 받지않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로 조사되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타워크레인의 사용주체별 책임을 강

었다.

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종사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다.

5. 안전관리방안 및 제언

국가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및 주요부품 인증제

타워크레인사고는 안전수칙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

련된 중요부품의 내구연한제를 실시하여 기계적인 결함을

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계적인

줄이고 부실검사기관은 퇴출 및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결함사고는 규격에 맞지 않은 부품과 불량제품 등의 사용

것으로 본다. 타워크레인은 노후(20년 이상)보다 낮은 상태

이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타워크레인의 취약부분을

의 크레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종사자에 대

임대업체가 대체로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

한 안전교육을 현실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조치미흡으로 인

사자 인력충원, 소극적인 타워크레인 제조사의 사후서비스

한 인재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

등의 문제해결이 없으면 인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도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통하여 사고원인 및 피해

그동안 정부는 건설안전대책차원에서“건설현장 취약요인

액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보험조건에 고려하고, 타워크레

,“중대 산업재해예방대책
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16.5)”

인의 보험가입 시 정기검사비용을 포함하는 등 타워크레인

('17.8)”등 여러 차례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강화방안을 추

의 검사가 민간업체의 이윤창출목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하였으나 검사강화 및 작업자 교육강화 등의 단편적인

보험 제도적으로 국민안전확보를 유도하는 다양한 보험전

내용이 중심이었다.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략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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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노령화(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관

2017년 주요 고액사고
재물
종목

재산종합

(KIA건 제외, 단위: 억원)

계약자

업  종

사고월

사고
지역

발생
손해액

A

석유공업

8월

전남

Air Cooler에서 수소누출 후 폭발 및 화재발생

1070

B

석유공업

4월

전남

반응기 내 온도 급상승하여 긴급 정지조치 중 촉매손상

390

C

식료품공업

11월

전북

원인미상 화재로 공장동 건물 및 기계설비 소손

100

D

석유공업

8월

전남

공장 내 변전소 건물에서 화재 발생하여 건물 및 변압기/케이블 소손됨

80

E

식료품공업

9월

인천

제품창고에서 전기적요인 추정 화재발생하여 건물 및 동산소손

55

F

화학공업

7월

경기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하여 물류창고 및 재고자산 전소

50

G

식료품공업

1월

세종

냉동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하여 건물, 재고자산 전소 및 기
계설비 훼손

50

H

제철업

8월

경북

스팀터빈에 일시에 스팀이 다량 유입되어 Overrun 발생 후 터빈손상

45

I

금속기구공업

12월

부산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 발생하여 공장동 건물 및 생산설비 소손

45

J

방직공업

3월

경기

원인미상 화재 발생하여 공장동 건물 및 기계, 재고자산 소손

40

사   고   내   용

기술

(KIA건 제외, 단위: 억원)

종목

계약자

업  종

사고월

사고
지역

CAR

A

교량

8월

경기

교량공사 중 상판 및 교각 붕괴사고

105

4월

울산

TLS(Tower Lifting System) 전도되면서 조립목적물 및 기존배관, 탱
크 등 파손

70

6월

전남

가스화기 시운전 중 비정상 고온으로 인하여 철피 및 내화물 소손

70

B
EAR

CAR

EAR

CAR

플랜트

C

발생
손해액

사   고   내   용

D

발전소

7월

경북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GIB가 급강하하여 변압기 부싱과 충돌하여
변압기 및 GIB 손상피해 발생

60

E

물류센터

10월

경기

현장 흙막이 가시설 띠장해체작업 중 토사붕괴사고

40

F

교량

11월

경북

항만 인입철도 철도교량공사 현장 내 균열발생

20

G

발전소

1월

경기

복수기 Tube 파열에 따른 염소유출로 인한 현장시설물 오염

14

H

플랜트

10월

경기

반도체 생산설비 전도사고

14

I

발전소

1월

전북

냉각수 필터 건물 화재발생

13

J

철도

2월

부산

터파기작업 중 지하수 유출에 의한 장비침수, 인근 건물 부등침하/균
열 및 도로침하

12

Statistics Analysis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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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종목

일반배상

(KIA건 제외, 단위: 억원)

계약자

업  종

사고월

사고
지역

A

제조업

7월

경기

공정질소 공급실패에 따른 설비가동 중단

34

B

거래소

12월

서울

해킹 코인탈취로 가상화폐거래소 사용자 자산피해

27

C

건설업

7월

경기

오수관로 막힘에 따른 역류로 침수피해

15

D

서비스업

4월

서울

운영을 위탁받은 구내식당에서 화재발생

14

E

건설업

11월

경기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13

F

건설업

4월

부산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12

G

제조업

2월

미국

피보험자가 생산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상해사고 발생

11

H

건설업

5월

경남

조선소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상해 및 선박파손

11

I

건물관리

2월

경기

철거작업진행 중 용접불꽃으로 인해 화재발생

10

J

제조업

2월

부산

변압기가 원인불명의 이유로 폭발한 사고로 전기공급 중단

10

해상

(KIA건 제외, 단위: 억원)

종목

계약자

업  종

사고월

사고
지역

적하

A

자동차제조업

9월

미국

B

화물운송업

3월

선박

발생
손해액

사   고   내   용

C
D

선박건조업

E

사   고   내   용
허리케인으로 인해 야적장에 보관되고 있던 자동차 침수 및 파손

남대서양 항해 중 침몰

발생
손해액
635
455

10월

경남

폭우로 인해 폭발방지장치 침수손

55

5월

경남

단열재 파손

55

5월

경남

단열재 파손

55

F

중공업

3월

G

기관

5월

강원

산불진화 중 비상착륙

40

H

항공업

6월

경기

공사자재 운반 중 추락

35

선박

I

선박건조업

8월

경남

시운전 중 추진기관 손상

35

적하

J

중공업

2월

터키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화물파손

30

4월

경남

수중에서 추진장치 설치 중 손상

30

3월

경남

시운전 중 화물창 내부재 및 격벽손상

15

3월

연근해

운항 중 탱크손상 발견

15

11월

연근해

엔진손상

15

10월

경남

해수에 의한 화물창 침수손

15

적하

항공

K
L
선박

M
N
O

선박건조업

화물운송업
선박건조업

노르웨이 고박 이상으로 운송 중 갑판선적 변압기 파손

40

※ 발생손해액은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추후에 변동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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