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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의
법적지위와 보험가입의 필요성

1.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현황

6만대, 2017년에는 20% 성장한 7만5천대 수준으로 예상

최근 들어 전동으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통은 퍼

사용 인구수를 추정해 본다면 20~30만명 정도가 퍼스널

스널모빌리티로 지칭되는 전동보드제품에 탑승하여 출퇴

모빌리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을 하거나 레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사용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퍼스널모빌리티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체감상으로 느껴질 정도라면 사용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개인형 이동수단 또는 퍼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널모빌리티라고 하면 세그웨이와 같은 자이로센서를 이용

퍼스널모빌리티시장 판매량은 5년안에 연간 20만대 수준

한 타입형태의 제품을 떠올리며, 아이들의 장난감 정도로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시장판매 규모가

인식되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품의 판매량은 전동킥보
드가 40%, 전기자전거가 판매량의 25% 정도를 점유하고

표 1.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전망

있다.2) 전동킥보드는 그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자이로타
입에 비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접어서 집안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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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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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1) 이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의 퍼스널모빌리티

60,000

높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현재 PAS 방식3) 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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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들에
게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특히 미세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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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운동을 위하여 구매하는 PAS 방식
의 자전거보다는 스로틀 작동만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

1) KOTI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_2017 vol.3
2) KOTI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_2017 vol.3
3) 전기자전거의 속도가 25km/h가 넘어가면 동력이 중지되며 발구름을 보조하여 모터가 운행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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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퍼스널모빌리티 품목별 추정 판매량(2016년)
2016년
판매량

품목별
추정

60,000~65,000대

2016년
판매량

품목별
추정

60,000~65,000대

6,000~
7,000대

전동
스케이트 보드

Max
1,000대

Max
2,000대

전동킥보드

24,000~
26,000대

판매량 미미

전동스쿠터

6,000~
7,000대

6,000~
7,000대

전기자전거

15,000대
내외

전동킥보드 82

전기자전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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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근 1달간 네이버 데이터랩스의 키워드 검색량(상대도)

가 대중에게는 더 인기있는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러한 전동제품을 지칭하는 말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또한 우리나라 대표 검색업체의 검색량은 퍼스널모빌리티

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사용하도록

제품에 대하여 관심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략적인 지

하겠다.

표가 될 수 있다. 판매량과 검색서비스의 검색량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하지 않더라도 키워드 검색량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품을 구입하거나 알아보는 사람의 숫자는 판매

2. 법률상 퍼스널모빌리티의 지위

량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대중에게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단어가 더 익

1. 퍼스널모빌리티의 법적 지위 검토의 필요성

숙한 용어이고, 아직 이러한 전동을 이용한 이동수단에 대

현행법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해 모두 포괄하여 명확

해서 법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

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사용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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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고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및 사고가 발생하고

드류의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에 의한 모터힘으로 추

있어서 퍼스널모빌리티가 현행법 내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진력을 얻는 전동보드류(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보

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자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의 부속서5)에는 전동 스케이

퍼스널모빌리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트보드에 대한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검토가 더욱

기준에 따라 2017년 8월 1일 부터는 전동보드류 제품에 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여 25km/h 속도제한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 만약

특히 퍼스널모빌리티는 작게는 최고속도가 25km/h에서

속도가 25km/h이상으로 제한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KC

80km/h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단순 장난감으로 인식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미인증 제품을 수입, 생산, 판매한

하고 있는 편견을 깰 필요가 있으며 원동기로만 움직이는

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

특성상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다닐 수 없는 점과 일반도로

게 되었다.

에서 운행 시에 다른 자동차와의 속도괴리에 따른 운행의

하지만 실제 현실은 제품에 걸려있는 속도제한을 해제(튜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퍼스널모빌리티가 정확히 현행법

닝)를 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와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전동제품이기 때문에 일반도로

각 법률을 검토하기에 앞서 미리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퍼

를 운행해야 하는데 25km/h의 속도로는 일반도로를 운행

스널모빌리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라고 인식해야 함을 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속도괴리에 따른 위험성이

제한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현재 퍼스널모빌리티를 소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속도제한을 풀고 운행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있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전동보드류에 대한 제품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

(2) 이륜자전거에 대한 제품안전기준

활용품4)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이 2017년 1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을 위해 최고속도 및

월 31일 개정되어 전동으로 움직이는 전동보드류에 대한

중량기준을 설정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

제품안전기준이 마련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사

전거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 기준으로 법이 시행

용되는 생활용품 중에 안전이 중요시되는 제품은 반드시

되었다. 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을 거친

자전거는 안전확인을 신고한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가능하

제품이어야 제품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퍼

도록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스널모빌리티 제품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이 되며

있으므로 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 안전요건과 일치하도록

제품사용 중에 배터리의 폭발 또는 제품파손으로 인하여

‘이륜자전거’안전기준 또한 법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이 되

제품이용자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KC

었다.

인증을 거쳐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주요내용은 자전거법에서 규정한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해야 한다.

따라 최고속도 기준을 25km/h 미만으로 변경하고, 중량

이 안전기준은 기존 스케이트 보드에 전동기능이 있는 보

기준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PAS 구동방식에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5)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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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별도 시험방법과 모터출력 350W이하만을 허용한다

소형에 해당한다. 물론 현재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퍼스널

는 점이다.

모빌리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로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는 이

3. 자동차관리법

륜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신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
6)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를 크게 5가지로 분류 하고

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있으며 그 한 종류인 이륜자동차를“총배기량 또는 정격출

에서 정하고 있다.

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를 국토교통부의 고시에서 규정하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고 있는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

있는 자동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정의

한 고시8) 제2조 4호에서는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방향을

만을 놓고 본다면 퍼스널모빌리티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

자동차이다.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이륜자동

란한 자동차를 사용신고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퍼스널모빌리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임에도

퍼스널모빌리티 제품은 대부분 이륜자동차 중에 경형 또는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6)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7) 일부 일륜전동휠제품의 경우는 바퀴가 1개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8)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제2016-129호, 국토교통부,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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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륜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량
구 분

규모별 세분기준

경형

배기량이 50㏄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0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00㏄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대형

배기량이 260㏄(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등화장치 등을 부착할 수 없는 구조라서 도로에 운행하기

3000~5000W정도에 달한다. 중저가형 제품의 경우에도

에 적합한 형식승인이 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리

최대정격출력이 1000W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상 명확하게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의 정의에는 포함될

기재되어 있는 배기량 50cc 또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

수 있으나 사용등록을 통해 관리 가능한 자동차관리법상

는 경우 정격출력 590W 미만을 넘어서고 있다.

의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

그렇다면 현재 판매되는 다수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도

아야 할 것이다.

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4. 도로교통법

륜자동차의 경우에는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퍼스널모빌리티는 통상 원동기장치 자전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고, 50cc 미만의 경우

9)

거 로 분류가 된다. 하지만 배기량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에는 이륜자동차던지 아니던지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동차관리법의 분류가 명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있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기량을 전기동력으로

석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의 규모에 따른 소

하는 경우에 대한 정격 출력을 명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

형 이륜차는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라고

재한다.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동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실과 밀접한

킥보드가 최고정격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이므로 도로교

법률인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불명확하다보니 이에 대하

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 도로교통법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마저 아직 퍼스널모빌

퍼스널모빌리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

리티에 대한 정확한 단속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하는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하

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그 효과가 같은 면허종별 위반이 될

기 위하여 특정 전동킥보드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현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성능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

여러 회사에서 판매되는 고가형 전동킥보드 제품은 2백만원

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진다면 원동기면허 소유자

~3백만원 정도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최대정격출력이

및 일반적인 1~2종 보통 면허 소유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9)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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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별도로 이륜자동차 전용면허인 2종 소형면허를 취

부적인 규정을 확인해보면 자배법상의 자동차이긴 하지만

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추가적으로 2017년 7월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에 퍼스널모빌리티를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기 위한 시도가

없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퍼스널

있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용어정의

모빌리티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를 추가하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상의 책임보험가입의무도 면제가 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25km/h 미만 또는 25km/h가 넘어가는 경우 동력이 정

가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지되며 무게 30kg 미만의 전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수단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자전거법에 규정된 PAS 방식의 자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거와 유사하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규정하였지만 현실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법 제268조11)의 특별법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국회에

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서도 차를 정의하고

계류중에 있다.

있고, 퍼스널모빌리티 또한 교특법의 적용대상이다. 퍼스
널모빌리티의 경우 최고속도가 25km/h 정도인 저가형 모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델에서 70km/h인 고가형 제품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중에

재의 도로환경 등에 따라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발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생한 사고가 교특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임을 아는 사람들

이 퍼스널모빌리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이므로 자

이라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교

10)

자배법상의 정의대로라

특법에서는 11대 중과실 사고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면 퍼스널모빌리티는 자배법상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와 민사상의 치료

고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좀더 세

비 등과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여야 한다. 형사합의를 하

배법상의 자동차에 해당이 된다.

10)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1.‘자동차’
란「자동차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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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실제 금고형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7. 소결

3.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중 발생하는 위험
에 대한 보험의 역할

정리하면 퍼스널모빌리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보험은 불확실한 대형사고발생을 대비하고 다수가 보험가

리법상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이며 자동차관리법상

입을 통하여 그 위험을 분담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

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

다. 사람에 따라 대형사고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사고발생

전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교통사고처리특

시 본인의 월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일반적

례법상의 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운행시 운전면허가 필

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요하고, 헬멧을 쓰고 운행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의 수입을 3년 모아야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전 할 수 있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다면 이는 개인에게 있어 매우 큰 사고일 것이다. 특히 퍼

은 자동차로 느끼지 않아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발생시에 큰

스널모빌리티 이용 중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운행한 본

매우 높다. 만약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중 사람과 부딪힌 차

인이 다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누굴 탓할 수는 없을 것

대인 사고이고, 그 피해자가 뇌수술 등을 하여 중상해가 발

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대

생하였는데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 이용자는

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퍼스널모빌리티를 운행한 가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됨을 물론 삶 자체가 위태로

해자 및 피해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워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 보험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게 3

도록 한다.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본인에 대한 손해, 타인에 대
한 손해, 형사상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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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살펴본 후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의 역할과 그

인 사고로 보아서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에게 매우 불리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손해

실제사례를 예로 들면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중 편도 2차선

이용자 본인의 손해는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중에 가장 흔

도로에서 40km/h 정도로 이동중에 급작스럽게 차도로 보

히 일어나는 사고이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본인 신체의 손

행자가 뛰어들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 사

해 및 퍼스널모빌리티 기기자체의 손해를 의미한다.

고가 있었는데,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는 헬멧 등 보호장

먼저 본인의 신체손해는 기존에 판매되는 의료실비보험 또

구를 모두 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무단횡단한

는 개인상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서 널리 보장받을 수

상대방은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있는 부분이다. 본인 신체손해는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

뇌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처리가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해자, 피

가능하다. 본인의 신체손해는 본인의 책임하에 가입이 이

해자 모두 보험처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

루어지므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의

을 것이나 전용보험 미가입인 경우라면 양쪽 모두 엄청난

비난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통이 따를 것이다.

두번째는 퍼스널모빌리티 기기자체의 파손 등에 대한 손해

이 사례에서는 가해자인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배상자

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기체파손에 대하여 보험상품에 포

력이 없는 20대이었고, 1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

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퍼스널모빌리티

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배법상의 자동차보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높은 손해이지만 그 심

험 진료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완전비급여로 처리

도가 가장 낮아서 보험상품이 있지 않더라도 퍼스널모빌리

가 되거나 피해자의 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되거나 하는 상황

티 이용자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보험사고가

이었고, 피해자가 사고 후 엠블런스에 실려갔기 때문에 피

아니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본인의 손해에

해자의 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치료비

대해서는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에 대한 니즈는 별로 크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이 없다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면 피해자는 우선은 본인의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
으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2. 타인에 대한 손해

선택할 수 있다.

퍼스널모빌리티 운행중에 발생하는 사고중에 그 빈도는 비
교적 낮으나 심도가 매우 클 수 있는 영역이다. 보험의 분

첫째, 건강보험으로 처리 후에 본인이 가입한 의료실비 또

류중에 배상책임보험영역이며, 자동차사고에 대한 배상책

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 보

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화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

험은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에 보험이 없을 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이 있을 것이고, 보

보험사고라 볼 수 있다.

험이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인 퍼스널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 운행중 타인과 부딪혀 발생한 사고는 사고

운행자에게 그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의 경중을 떠나서 기존에 다른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둘째,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이 없으나 가족중에 한 명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이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동차보험

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동기로 움직이는 장비

중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

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되어있다. 보통 사람과 부딪힌 사

차상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서 무보험차량이

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와 사람이 부딪힌 차대

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치료비만큼은 처
Emerging Risk 신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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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이마저도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자배법상의 정부보
장사업

12)

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실질

적으로 자배법시행령에 정부보장사업의 신청요건으

소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퍼스널모빌리티의 경우 그 특성상 인도
나 횡단보도주행이 많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
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 자동차의 등록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어 정부보장
사업13) 으로 보장받는 길은 막혀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퍼스널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도주를 하여 자
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사고의 경우에는 정

4. 결언

부보장사업으로 보장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퍼스널모빌리티는 휴대성, 경제성, 환경적 측면에서 사용

수 있다.

을 권장하여야 할 새로운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사고발생

만약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전용보험을 가입했다

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어도 경제적인 고통만큼

많아 이용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수

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반될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퍼스널모빌
리티 전용보험의 경우 대인, 대물배상책임 및 본인 상해와

3.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장이 구성되어 퍼스널모빌리티를 이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험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로 대인사

을 수 있다.

고가 발생하거나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도 피해자가

특히 레저용 및 출퇴근용으로 퍼스널모빌리티를 지속적으

중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벌금형 등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로 즐기는 경우라면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운행하는 것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는 모두 공통적으로 적

필수적이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지울 수 없

용이 되며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는 않는

는 평생의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제가 완벽

다. 이에 대하여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이 가입되어 있

하지 않은 현실에서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의 가입은 필

다면 피해자가 42일 이상 입원시에 보장되는 교통사고처리

수가 되어야할 것이다.

지원금(형사합의금), 기소가 되는 경우 형사 변호사비용, 기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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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 현황과
국내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나아갈 방향

1. 들어가며

2. 의료사고 해결과정 및 배상금액

의료행위과정에서의 사건사고 발생기사가 연일 뉴스와

1) 의료사고 분쟁해결과정

SNS를 장식한다. 여배우의 수술과정에서 큰 흉이 남게 되

보통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소송이라는 과정이 있고, 소

었는데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든지,

송의 진행결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배상책임

대형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 등은  

이 확정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의료분쟁의 경우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배상책임을 지는 병원

에는 소송 이전에 중재나 조정이라는 단계가 선행되는 경

이나 보험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

우가 많다. 이는 일반적인 원피고 관계와는 달리 의료분쟁

러나 그 스포트라이트는 잠시일 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에서 원고인 환자는 피고인 병원보다 정보가 훨씬 없는 점

마땅한 구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시간이 흐르며 관심밖이

및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되도록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된다. 가해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1) 이 존재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의 액수는 가해자의

기 때문이다.

주머니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조정법2) 이란 누구든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Financial loss가 Trigger가 되는 배상책임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

험의 사고와 달리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은 신체의 상해를

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입는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체적 손해

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를 입은 것은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 보다 훨씬 더 직접적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에 분쟁의 조정

이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3) 조정과 중재는 비슷해 보이

무엇보다도 그 사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라면 인간 생존의

지만 사실상 다른 분쟁해결과정인데 조정이란 조정인이 중

문제로 직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

간에서 이런 저런 이슈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함께

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나눌뿐 기본적으로 당사자 양측이 주체가 되어서 해결점을

1) 법
 률의 명칭은‘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며 공식약칭이 의료분쟁조정법이다.(본문에서는‘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2)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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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하는 분쟁해결과정이다.

립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보험금

반면 중재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 판사가 결론을 내려

이 조정이나 중재로 매듭지어진 사건들로 지급되고 있다.

주는 소송과 유사한 구조로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는데 다

따라서 의료배상의 현황에 대해서도 조정이나 중재현황을

만 공적기관인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측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정이나 중재로 합의를

이 사적으로 합의한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판

도출할 때도 유사한 사례의 법원판결을 참조해서 양측이

정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수긍할만한 결론을 도출함을 감안한다면 해당 수치들이 의

조정을 신청한 후 의견진술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결정이

료배상 현황파악의 근거가 되는 것에 무리가 없으리라 생

되고,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조정결정의

각한다.

송달을 받고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2) 배상금액 및 건수 현황

있다.4)

매년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및 조정중재 성립금액과 분

또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

쟁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총 금액은 2017년 71

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중재의 과정으로 중재판정

억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전체 조정이나 중재

5)

을 받은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내

처리현황은 2017년 2,225건으로 전년 1,852건 대비 일

에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있는 의사 및 병원

년 새 20%나 증가한 수치이다.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연간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조정이나 중재가 성

698건으로 전년대비 이 또한 24% 증가한 수치이다.6) 1억

4)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5)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6) 2,225건 중에서 조정이나 중재 또는 그 과정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수가 69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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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의 고액배상금액의 경우 10건으로 전년에 5건이었

억원 가량이 인정된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던 수준에 비하면 확연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

사례이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액과 위

당 평균 배상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1천만원 수준으로

자료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매년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상해사고의 경우 나이, 소득, 과실, 입원기간, 후유장해,

배상금액구간은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사이 구간이다.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고, 사망사
고의 경우에는 이에 후유장해, 향후 치료비는 제외하고 장

3) 해외 의료사고배상금액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례비를 더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구성한다.

위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금액은 일

그런데 법원은 가동연한을 60세까지만 인정8) 하고, 위자료

반적으로 가장 큰 금액이 3억원정도에 머물러 있다. 사안

를 거의 모든 판결에서 1억원 미만으로 구성하고, 의료과

에 따라 어린아이의 경우 기대수명이 늘어가 소송에서 10

실에 대해 징벌적 배상판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국

표 1. 의료사고배상금액 구간별 분포7)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원)

2013년
총 성립금액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104,980,983

4,706,461,257

4,570,418,931

5,685,287,175

7,110,552,464

평균 성립금액

6,417,625

8,557,202

9,233,170

10,098,201

10,187,038

계

328   (100.0)

550(2)   (100.0)

495(1)   (100.0)

563(1)   (100.0)

698(4)   (100.0)

0원

10       (3.0)

9       (1.6)

17       (3.4)

11       (2.0)

26       (3.7)

1원~500,000원

50     (15.2)

58     (10.5)

45(1)       (9.1)

59     (10.5)

60       (8.6)

500,001원~1,000,000원

40     (12.2)

89     (16.2)

61     (12.3)

61     (10.8)

57       (8.2)

1,000,001원~3,000,000원

100     (30.5)

132     (24.0)

133     (26.9)

144     (25.6)

186     (26.6)

3,000,001원~5,000,000원

44     (13.4)

68     (12.4)

56     (11.3)

68     (12.1)

110     (15.8)

5,000,001원~10,000,000원

33     (10.1)

84(1)     (15.3)

83     (16.8)

81     (14.4)

115(1)     (16.5)

10,000,001원~20,000,000원

25       (7.6)

50       (9.1)

44       (8.9)

86     (15.3)

74     (10.6)

20,000,001원~30,000,000원

15       (4.6)

30       (5.6)

28       (5.7)

14       (2.5)

35       (5.0)

30,000,001원~40,000,000원

4       (1.2)

14       (2.5)

7       (1.4)

14       (2.5)

8       (1.1)

40,000,001원~50,000,000원

2       (0.6)

7       (1.3)

4       (0.8)

7       (1.2)

7(1)       (1.0)

50,000,001원~100,000,000원

5       (1.5)

5       (0.9)

15       (3.0)

13(1)       (2.3)

10       (1.4)

100,000,001원~300,000,000원

-       (0.0)

4(1)       (0.7)

2       (0.4)

4       (0.7)

9(2)     (1.3)

300,000,001원~

-       (0.0)

-       (0.0)

-       (0.0)

1       (0.2)

1       (0.1)

* 괄호안은 중재건수, 괄호밖 숫자는 중재 포함건수

7)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8) 국민연금 수령시점이 65세인점을 감안한다면 가동연한도 최소 65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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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정·중재 연도별 처리현황9)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원)

조정·중재개시
구분

계

조 정
소계

소계

합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04

462

1,851

827

1,714

753

1,852

831

(100.0) (35.4)

(100.0) (44.7)

(100.0) (43.9)

(100.0) (44.9)

462

(35.4)

824

(44.5)

752

(43.9)

828

(44.7)

2.225 1,162 1,158

(100.0) (52.2)

(52.0)

270

(20.7)

441

(23.8)

464

(27.1)

497

(26.8)

611

(27.5)

중 재

조정결정

부조정
화해 중재 종료
취하 각하 소계
결정
중재 판정 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계 8,946 4,035 4,024 2,283 583
(누적) (100.0) (45.1) (45.0) (25.5) (6.5)
2013년

조정·중재 불개시

94

(7.2)

170

(9.2)

61

(3.6)

102

(5.5)

156

(7.0)

343

(3.8)

58

(4.4)

107

(5.8)

30

(1.8)

65

(3.5)

83

(3.7)

240

(2.7)

36

(2.8)

63

(3.4)

31

(1.8)

37

(2.0)

73

(3.3)

561

(6.3)

60

(4.6)

81

(4.4)

78

(4.6)

127

(6.9)

215

(9.7)

530

(5.9)

30

(2.3)

116

(6.3)

135

(7.9)

89

(4.8)

160

(7.2)

67

(0.7)

8

(0.6)

16

(0.9)

14

(0.8)

13

(0.7)

16

(0.7)

11

(0.1)

-

(0.0)

3

(0.2)

1

(0.1)

3

(0.2)

4

(0.2)

5

(0.1)

-

(0.0)

2

(0.1)

1

(0.1)

-

(0.0)

2

(0.1)

3

(0.0)

-

(0.0)

-

(0.0)

-

(0.0)

1

(0.1)

2

(0.1)

3

(0.0)

-

소계 취하 각하

4,911
(54.9)

842

(0.0)

(64.6)

1

1,024

(0.1)

-

(53.3)

961

(0.0)

(56.1)

2

1,021

-

1,063

(0.1)

(0.0)

(55.1)

(48.8)

28

(0.3)

9

4,883
(54.6)

833

(0.7)

(63.9)

6

1,018

(0.3)

2

(55.0)

959

(0.1)

(56.0)

6

1,015

5

1,058

(0.3)

(0.2)

(54.8)

(48.6)

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배상금액을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고액사고사례를 살펴보면 결과는 더욱

일본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사람의 몸이 다친 사고의 위자

대조적이다. 미시건주 윌리엄뷰몬트병원에서 산모가 분만

료로 4~5억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2억원 이

중 사고로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생긴 사건에서는 1,500억

상의 위자료는 인정되어야 한다.

원의 배상책임판결이 내려졌다.11) 또한 뉴저지주 세인트바

미국은 워낙 국민들의 인식속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나바병원에서 4개월 영아가 요추수술을 받던 중 뇌손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활발한 소송문화가 발달해 있고, 징

입어 575억원의 위로금을 포함한 810억원의 배상책임판

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높게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

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12)

역을 막론하고 손해배상금액들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그밖에도 미국 의료배상책임 고액판결사례는 드물지 않으

10)

즉한

며 한 사고에서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는 800억원이 넘는

화로 5억원 정도의 규모인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 평균 건당

배상판결들도 있다. 3억원 정도의 배상판결이 고액사고로

금액이 1천만원인 것과 비교하여 5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판결금액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액들이다.

크다. 평균적인 건당 의료소송배상액이 50만불,

9)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 Beazley Hospital Claims Study(2016년 9월)
11) Markell Vanslembrouck vs. William Beaumont Hospital, MI(2011년 9월)
12) Pellicer vs. St. Barnabas Hospital, Exxex County, NJ(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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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의 의료사고 고액배상판례
날짜

지역

사고내용

판결금액

2011.05

코네티컷

분만사고에 따른 신생아장애

620억원

2012.04

캘리포니아

분만사고에 따른 신생아 장애

800억원

2012.07

펜실베니아

분만사고에 따른 신생아 장애

830억원

2014.01

뉴욕

양쪽 다리 절단사고

660억원

2014.01

위스콘신

53세 환자 감염에 따른 양팔 절단사고

260억원

2015.04

콜로라도

잘못된 투약으로 인한 어린이 신경손상

190억원

2015.05

뉴욕

척추측만증 치료를 위해 이식한 경추나사로 인한 14세 학생 마비

480억원

2015.05

메사추세츠

35세 산모 분만 후 뇌졸중으로 인한 전신마비

370억원

3. 의료사고 관련 의무보험 국내외 현황

2) 우리나라의 의료배상보험 의무화 현황

1)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의료배상보험 현황

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병원배상책임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배상보험가입을 법령으

험이 의무화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

로 의무화하고 있다. 워낙 배상금액의 규모자체도 기본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보

억 단위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한 번으로 병원이 파산할 가

상한도액 또한 최소에 그친다.15)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국

능성도 적지 않아 병원들의 의료배상보험 가입률은 100%

내국인 환자들만을 진료하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에 가깝다.13) 그밖에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

할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국민을 보호해

크 등 유럽 선진국들 및 스페인,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한 국가에서 외국인은 보호

터키도 병원들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화하고 있다.

되는데 오히려 내국인이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미국 의료배상보험 가입현황을 간략하게 살피자면 병원의

우려가 있다.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인데 소형 병원의 경우 10억

우리나라의 전문직업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규정

원에서 50억원 사이, 중형 병원의 경우 50억에서 100억원

이 전반적으로 없는 상황도 아니다. 의사를 제외한 변호사,

사이, 대형 병원의 경우 2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의 보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업군

상한도로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자기부담금

들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전문

의 경우 수 십에서 수 백억원 수준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직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들에게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데 주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을 높은 수준으

경우 전문직의 무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으로 반드시

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14)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유독 의사라는 전문직종에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6월부터‘의료해외진출 및 외국

13) Beazley Hospital Claims Study(2016년 9월)
14) Beazley Hospital Claims Study(2016년 9월)
15) 의원급 병원급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종합병원의 경우 2억원이 의무보상한도액이다.

18

표 4. 전문직업군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규정
가입대상

관련법조항

내 용

변호사

변호사법(제58조의12),
시행령(제13조의 4)

법무법인(유한)은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대한
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

세무사

세무사법(제16조의7),
시행령(제14조의4)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세무사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보험가입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제19조, 제28조),
시행령(제13조, 제20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8조),
시행령(제23조)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업법(제191조)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자산의 예탁 또는
보험가입

보험중개사

보험업법(제89조),
시행령(제37조)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 또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가입

법인회원의 경우 자체기금, 개인회원의 경우 5,000만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보험(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공제가입

대해서만 또 내국인을 진료하는 의사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본인,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보험을 가입의무화하지 않는 다는 것은 큰 이유가 없이 단

이유를 잃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회

순한 입법의 부재로 보인다.

계사가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그로 인한 주주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적

4. 마치며

절한 수준을 넘어서 완전하고 충분한 구제가 원활하게 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료사고로 입게 되는 피

공공부조의 분야는 시장에 맡겨서는 공익 증진이 어렵다.

해는 무조건 신체의 상해다. 흉터가 크게 남는 것은 오히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들의 모든 환자에 대한 배상

경미한 의료사고의 결과이고 신생아가 평생 뇌성마비로 살

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

아야 한다든지, 몸부림치는 4살짜리 어린아이 뒤통수 부분

어 법원에서도 배상판결금액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을 꿰매려고 팔과 몸을 붕대로 압박하여 엎드려 놓은 상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로 처치를 하다가 질식을 해서 사망하는 사고 등은 피해자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시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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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플랜트의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변경관리
1. 들어가는 말

으로 발생한다. 석유화학플랜트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석유(정유)공장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고 있으
며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많아 평상시에 안전설비 보완이나

첫째, 원유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원료가 되는 원유는 생산

안전관리 활동이 수행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장소에 따라 성상이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 최적의

크다. 석유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

원유를 구입하기 위해 원유의 변화가 발생한다. 하나

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제도를 운

의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일정기간 후에 생산이

영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정 설비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시

종료되고, 다른 원유로의 사용 시 변경이 필요하다.

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소한 변경도 설비의 안전

둘째, 제품수요변화에 대응한 설비의 변경이다. 수요에 대

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공정설비의 안정성을 확보

응한 각 제품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의 신

하여 사고로 인한 인적 및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고자 안전

설, 개조, 폐기 등이 있을 때 변경이 발생한다.  

운전계획 중 변경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에너지절약, 수익개선을 위한 변경이다. 동일한 제

변경관리에 따른 사고의 발생원인은 변경관리시스템이 체

품을 보다 적은 에너지로 생산하고, 또한 보다 부가

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변경관리의

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전

대상으로 인식이 부족하다. 변경에 따른 서류의 미비와 관

조건의 변경, 설비의 개조반응에 사용되는 촉매의 변

계자에 대한 교육의 부족 등 변경정보가 관련자에게 전달

경, 장치에 주입하는 약품의 변경 등이 있다.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변경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분석이

넷째, 법령 등의 개정에 대응한 변경이다. 산업안전 및 환경

미흡하거나 미실시 되고 있다.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본고에서는 석유화학플랜트의 주요 변경내용과 국내의 변

는 운전조건의 변경, 설비의 신설 및 개조 등이 있다.  

경관리기술지침 등을 살펴보고, 일본의 석유화학플랜트의

다섯째, 안전대책에 의한 변경이다. 새로운 기기의 추가,

변경관리사례를 통해 적절한 변경관리를 방해하는 요인과

불필요한 배관 및 장비의 철거 등 각종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는 변경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석유(정유)

위해 시설의 변경이 발생한다.

공장의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섯째, 경년노후화에 의한 설비갱신에 따른 변경이다. 설
비갱신시 보다 수명이 긴 재질로 변경하던지, 에너
지효율이 높은 기기로 변경한다. 동일 부품의 입수

2. 석유화학플랜트의 변경내용
석유화학공업은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외부환경에 대
응하고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변경관리가 필연적

가 불가능한 경우 성능은 동일하지만 재질이나 형상
등이 다른 설비로 변경한다.
일곱째, 조직이나 사람의 변경으로 조직의 통합 및 인원수
의 변동도 변경관리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Research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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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변경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정설비의 증설, 원료변경 또는 물질수지와 같은 복합

1. 변경관리의 원칙과 대상

승인이 필요한 변경이다.

석유화학플랜트 등에서 설비증설 또는 변경 등 변경관리가

적인 변경인 경우로 반드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2) 등급 2(Class 2)

요구되는 공정, 기술 및 절차 등의 변경에 적용한다. 변경

단일공정 내 설비의 변경 또는 일부 생산품질에 영향

관리의 원칙은 변경을 수행함으로서 추가되는 위험이 없도

을 주는 변경인 경우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

록 제안된 변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변경의 결

인이 필요한 변경이다.

과로서 요구되는 새로운 절차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정

(3) 등급 3(Class 3)

하여야 한다. 변경에 관련된 안전운전절차서, 공정안전자

공정 또는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안전에 영향을

료, 공정운전, 정비교육교재 및 설비·정비대장 등의 서류

주지 않은 변경으로 예를 들면 공정용기, 저장용기 또

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는 기기, 소방설비, 안전장치, 공정내 취급 물질량의

변경관리의 대상은 단위공정, 공정설비 또는 시설, 안전운

증가나 감소 등의 경우로, 변경 발의부서 또는 기술부

전절차, 운전원, 운전제어시스템, 원료 또는 생산품의 변

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변경을 말한다.

경 등에 해당되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
(2)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3) 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4) 경보계통 또는 계측제어계통을 변경할 경우
(5) 압력방출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
치를 변경할 경우
(6)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7) 시운전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나. 변경관리 등급의 구분
(1) 변경관리등급은 사업장별 자체점검표(Check list) 등
변경관리 등급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구분한다.
(2) 등급의 분류는 최소한 2명의 검토자가 검토한 후 변
경 발의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에 의해 승인
되도록 한다.
(3)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가 생략된 경우에도 최소한 검
토 및 승인과정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변경관리의 등급분류에 대한 적정여부는 자체감사
시에 다시 확인·평가되도록 한다.

(8) 위험성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
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9)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10)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
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 변경관리 등급과 구분

3. 변경관리 수행절차
가. 변경관리의 분류
(1) 변경발의자는 변경관리 내용을‘변경’또는‘단순교
체’
로 분류하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변
경발의 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따
른다.
(2) 변경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정상변경’
‘비상변경’또는

가. 변경관리의 등급

‘임시변경’
으로 구분하여 해당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등급 1(Class 1)

(3) 단순교체인 경우에는‘정비작업일지’
에 기재하고 시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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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변경요구서 작성

등급 3

변경등급

변경

변경 및 등급판정
(발의부서)

등급 1,2

운전부서장 및
사업주 승인·시행

변경종류

비상

변경

등급
판정

변경요구서 작성

접수

정상

모호함

변경관리위원회

변경유지여부
※ 일과 후, 휴일, 주말 등
     별도 처리지침마련

정비작업일지
단순교체
단순교체

변경구분

심각함

경미함

검토부서 및 전문가
지정, 검토수행

자체검토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변경관리위원회
최종검토 승인
변경시행(복원)

발의부서장 또는 기술부서장 승인
※ 위험성평가 생략가능

기록, 관리
그림 1. 변경관리절차도(예시)

(4) 긴급한 상황으로 우선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변

명, 변경요구가 비상인지의 여부, 변경의 개요와 발

경절차에 따른다. 이들 변경등급에 따른 변경관리절

의자의 의견 등이 포함된다.

차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3) 변경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요구의 기술적 근
거 및 발의자의 기술적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정상 변경관리절차

   ①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근거

(1) 변경 발의자는 사업장 자체 고유양식의 변경관리요

   ② 변경의 개요와 의견(도면 또는 스케치, 기타 첨부서류)
   ③ 공정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구서를 작성하여 변경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다.

   ④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신뢰성 향상효과

‘변경관리요구서식’
을 표 1.에 나타내었다.

(4) 변경등급 구분에 따라 등급 3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

(2) 변경관리요구서에는 발의자의 이름, 요구일자, 설비
표 1. 변경관리요구양식(예시)
변경관리 요구서
200
변경연번

년

변경사항

월

일

검토

확인

승인

승인여부

개선사항

비검토

결재
변경위원회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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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등급 1과 2는 위험성 평가를

라. 임시변경관리절차

실시하되, 등급 2 경우에는 평가자 구성범위를 축소

(1) 임시변경도 변경관리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변경은 단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5)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요구서를 접수한 후 요구사항
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책임부서와 전문가를 지정

(3) 임시변경을 실시한 설비는 변경이 완료되면 원상복
구하여야 한다.

한다.
(6) 검토자는 할당받은 사항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 검토
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변경관리위원회
가.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7) 변경관리위원회는 최종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

변경관리위원회는 공정기술자, 정비기술자 및 운전기술자

고, 변경의 필요성 조사, 변경의 승인여부 결정 및 승

등 3인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규모 및 대상

인여부의 논리적 근거를 기록하여 발의자에 서면통보

등에 따라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또는 계장기술자 등을

하여 시행을 지시한다.

추가할 수 있다. 변경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8) 변경여부를 통보한 후 변경완료 사항을 검사·확인하
고 변경에 관련된 제반서류 및 도서에 변경내용을 기
록하여 보관한다.

(1) 발의부서에서 변경관리위원회에 심의 요구한 모든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변경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책
임부서와 전문가를 지정한다.

다. 비상변경관리절차
(1)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정상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경을 우선 지시하고, 사후에 완료를 요구할 수 있
다. 또한 일과 후, 주말 또는 휴일 등에 발생하는 긴급

(3) 변경을 요구하는 발의자에게 변경의 승인여부와 그
이유를 통지한다.
(4) 모든 변경의 기록을 유지하고 변경관리에 관한 자체
감사를 수립 시행한다.

한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인명피해, 설비손상, 환경파괴 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1) 변경관리위원회의 1차 검토

는 담당자가 비상변경 발의를 할 수 있다.

   ① 발의자로부터 처음 변경관리요구서를 접수했을 경

(3) 비상변경 발의자는 운전부서의 장 및 사업주의 승인
을 받는다. 다만 필요시 유선으로 보고하고 추후 승인
을 받는다.
(4) 비상변경 발의자는 변경시행 후 즉시 나.항의 정상변

우 변경관리위원회는 1차 검토를 수행한다.
   ② 변경관리위원회는 제안된 변경의 어려움 정도를 파
악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가 필
요한 항목마다 전문가를 지정하여 검토 요구를 한다.

경관리절차에 따라 변경관리요구서를 작성하여 변경

(2) 변경관리위원회의 2차 검토

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

   ① 변경관리위원회는 각 전문가로부터 검토사항을 접

기 위하여 변경관리요구서에‘비상’표시를 한다.
(5)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관리요구서를 검토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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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관리 검토절차

수하여 최종검토를 수행한다.
   ② 변경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시행된 사항을 계속 유지하여 운전할 것인가를 결정

   ③ 승인여부를 변경관리요구서에 기재한다.

한다. 만약 위원회가 변경내용을 승인하면 그 변경내

   ④ 승인여부의 사유를 변경관리요구서에 기재한다.

용은 정상변경관리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3) 변경관리위원회 비상변경 검토

이후 절차는 정상변경관리절차에 따른다.

   ① 변경이 비상변경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실시되었을

경우 변경관리위원회는 그 결정과 실시에 대한 검토
를 한다.
   ②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의 지속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있는가?
(7) 각 변경이 진행된 후 절차서, 도면 및 지침 등의 제·
개정이 되었는가?
(8) 변경관리진행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변경관리철에 첨

5. 변경관리에 관한 자체감사
변경관리위원회 또는 사업장의 자체감사 주관부서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변경관리에 관한 자체감사계획’
을

부되어 있는가?
(9) 변경관리 자체감사과정은 내부 자체감사절차를 준수
하고 있는가?

작성하여 시행한다. 먼저, 감사팀의 구성하고 감사범위 및
주기를 결정한다. 자체감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관리
의 규모에 따라 규정한다.
(1) 각 변경관리항목에 대한 등급구분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2) 각 변경관리항목에 대한 점검표를 적절히 선택하였
는가?
(3) 실행 후 제안된 변경이 현장에 적용되고 현재의 시스
템에 반영되었는가?

4. 일본 석유화학플랜트의 변경관리
변경관리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시스템과 조직체계와 관련
이 깊고 세부적인 사항이 각기 다르므로 본고에서는 일본
의 00석유회사의 변경관리의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하고
변경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고 실효성 있는 변경관
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실행 후 제안된 변경이 관련자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
통보되었는가?

1. 석유화학플랜트의 변경관리사례

(5) 현장의 작업공정, 절차서 및 작업지침서와 일치하는가?

석유화학플랜트의 변경관리 적용범위는 제조설비 및 제조

(6) 변경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작업하는 것이

설비를 운전하는 인원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위(설비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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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건, 운전방법의 변경, 작업절차의 변경, 원료ㆍ약품 등의

식)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위험을 실감하고 있는지

취급물질의 변경, 인원ㆍ조직의 변경 등)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부에 따라 변경관리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① 하드웨어, ② 소프트웨어, ③ 취급물질, ④ 조직 및 인

(3) 얼마나 위험원을 찾아내고 확인할 수 있는지가 변경

원의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또한 그 아래에 중항목과 소항

관리에서는 중요하다. 반대로 위험원을 확인하면 할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 대책수립 등에 관한 업무부하가 증가한다. 위험

기안부서(생산 기술부, 제조부, 공무부, 환경 안전부 등)는 변경

원을 찾아내도 그것이 실적이 평가되기 어렵다.  

관리의 기안, 변경사항의 검토, 심사, 대응에 필요한 자료

(4) 변경관리의 역사가 짧고, 변경관리실무를 담당한 경

의 작성과 관련자에 대한 설명을 한다. 관련부서(생산기술

험이 있는 인력은 적다. 또한 변경관리업무에 필요한

부, 제조부, 공무부서, 환경안전부 등)는 각 회의에 참가하고 유

인력 등의 자원확보가 쉽지 않다.

해위험성의 확인, 위험성평가, 대책방안 수립 등을 실시한

(5) 대부분의 장치는 2년 또는 4년 연속 운전하고 있으며

다. 변경관리의 사무국인 안전부서는 변경관리의 코디네이

장치개조 등을 수반하는 큰 변경은 장치를 정지하는

터를 배치하고, 변경관리 전체의 진행을 관리하며 각 회의

정기수리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정기수리 전에 업무가

의 변경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기록을 작성한다. 일본 석유화

집중된다. 또한 주요 변경관리업무는 정기수리기간

학플랜트의 변경관리 실시단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의 반년에서 1년 전에 집중되어 일부 담당자들은 과도
한 업무부하가 걸린다.

2. 변경관리를 방해하는 요인
(1) 외부로부터의 요구사항이나 납기(장비 및 부품의 주문)

3. 실효성 있는 변경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우선시 한다. 즉 변경관리를 단기간에 형식적으

다양한 변경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 가운데 실효성

로 끝내버리려는 의식이 작동한다.  

있는 변경관리를 위해서 변경관리시스템의 PDCA 사이클

(2)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은 사고나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위험성에 대한 실감(인

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
는 변경관리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변경의 필요여부 판단

변경요청의 작성

변경요청의 검토,
실시수준의 결정

기안부서

기안부서

기안부서 및 사무국이 협의

후속조치회의 및
안전심사회의

변경검토회의 및
안전심사회의(4회)

변경검토의 회의준비

기안부서

·기본사양 작성시 ·현장시공단계
·상세설계 완료시 ·변경실시 전
그림 2. 변경관리의 실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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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관리 적용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등이 다르다. 변경관리는 일정수준의 시스템을 확립하더

(2) 변경관리 실시수준과 등급의 판단을 위한 지침을 수

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화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기 쉬우

립한다.

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변경

(3) 업무흐름에 의한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관리 부적절에 의한 사고사례를 모두 공유하여 변경관리의

(4) 능력있는 변경관리검토자를 선임한다.

중요성을 반복하여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변경관리

(5) 위험성평가를 통해 허용 가능한 리스크의 승인과 관

의 실패사례는 석유화학공정 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

련자에 공지한다.

서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변경관리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기

(6) 안전심사위원회에서 변경관리를 승인한다.

법의 경험 등의 공유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7) 변경관리내용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관련자(부서)에

변경관리는 정확한 기술적 판단근거에 의한 변경판정과 위

게 공유한다.
(8) 변경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험성 확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
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변경관리는 경험부
족, 지식부족 및 기술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변경
관리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변경관리의 취약점을 파

5. 맺음말

악하고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변경관리 절차의 정립 및 변

석유화학플랜트의 변경관리는 한국, 일본 등 각국의 시스

계들의 명확한 판단기준 정립을 통해 석유화학플랜트의 변

템의 차이는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정안전관리(PSM)제도에

경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실효성 있는 변경관리를

따라 관련법에서 일부 규제을 받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규

수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여부 판단, 변경 시 위험도산출 등 변경관리 의사결정 단

제가 아닌 자율관리에 따라 각 사마다 절차나 및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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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Introduction)

Introduction

2018년 Allianz Risk Barometer에 따르면, 잠재된 비즈

year in a row according to The Allianz Risk Barometer 2018.

니스 위험 요인 중 기업휴지위험은 지난 6년간 최상위를

As business structures become more complex, companies

차지했으며, 이에 글로벌 리스크 중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often need more sophisticated insurance products to properly

있다. 특히 기업들의 사업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manage their business interruption risks.

기업들의 기업휴지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보

Given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business structures, in

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know what risks are exposed

대다수의 경우, 사업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이 어떤

to the business and how the business interruption loss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또한 기업휴지손

is calculated.In this article, we will introducethe basic

해 산출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concept of a business interruption calculation and any

이에 본문에서는 기업휴지손해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catastrophic eventsand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이슈

how these can have an impact on business interruption

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losses.

또한 2017년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Furthermore, we will look through a case studyin

태풍 하토로 인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 사고 사례 및 주요

quantifying losses related to Typhoon Hato, which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everely affected the Macau Casino industry in 2017.

Business Interruption risk was the top ranked risk for the sixth

Rank

Percent

2017 rank

Trend

Business interruption(incl. supply chain disruption)

42%

1 (37%)

=

Cyber incidents(e. g. cyber crime, IT failure, data breaches)

40%

3 (30%)

▲

Natural catastrophes(e. g. storm, flood, earthquake)

30%

4 (24%)

▲

Market developments(e. g. volatility, intensified competition/new
entrants,M&A, market stagnation, market fluchuation)

22%

2 (31%)

▼

Changes in legislation and regulation(e, g, government change,
econonmic sanctions, protectionism, Brexit, Euro-zone disintegration)

21%

5 (24%)

=

Source: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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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기본 이해
(Basic Understanding of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익을 기업휴지보험을 통
해서 담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래의 예를 통해 사고 기간 간 피보험자가 기업휴지손해
에 대해 보상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a) 목적

유지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Purpose)

즉 기업휴지보험 보상금(순이익 및 고정비)을 포함할 시 피

사고로 인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 운영에 영향이 있

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의 이익과 동일한 수

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이익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준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즉 기업휴지보험이 사고로

일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익 손실이 물리적 피해 손실을

인한 이익의 손실을 보상함을 알 수 있다.

상회하기도 하며, 이에 피보험자의 이익 손실 위험을 담보하

b) 발생 요인

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현재의 기업휴지손해보험이다.
기업휴지보험은 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 계약이다. 일반재

(Trigger)

산손해보험은 화재 혹은 기타 담보되는 사고로 피해가 발

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업 목적

생하면 이에 대한 실제 손해를 담보한다(사고가 발생하지 않

을 위해 사용되는 재물의 피해에 따른 매출 감소/조업 중

았을 경우의 상태로 복구). 기업휴지보험의 경우, 동일하게

단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Description

Formula

Pre- loss

Loss Period

Normal Operation

Operation
Affeted by Fire

USD

USD

(12 months)

(12 months)

Sales

a

10,000

6,000

Variable Costs

b

6,000

3,600

Gross Profit

c=a-b

4,000

2,400

Rate of Gross Profit

d=c/a

40%

40%

e

3,000

3,000

f=c-e

1,000

(600)

Fixed Costs
Net Profit /Loss

Bl Insurance Payment
Loss of Sales

g

4,000

Rate of Gross Profit

d

40%

Bl Insurance Payment

h=g×d

-

1,600

Net Profit after Bl Insurance Payment

i=f+h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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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재물 피해는

년도의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이다. 예를 들

피보험자의 보험 약관 상 담보된 위험에 의한 사고로 발생

어, 사고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4월이라면, 표준 매출

한 피해이어야 한다.

액은 2017년 1월부터 4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고는 재산에 대한 재물 손실 및 이에 따른 생산 라인 조업

하지만 사업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

중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피보험자의 매출 감소로 이

으며, 이에 단순히 당해 매출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은 반드시 재물

보일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에 표준 매출은 표준 매출

손실로 인해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매출 감소가 재물

액 조정 조항을 통해 사고가 없었을 시의 사업 추세를 반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일부에만 기인하

영하기 위해 보정이 이루어진다.

는 경우,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받

“사업의 추세 및 사고가 없었을 시 사고일 전후로 사업에

지 못할 수 있거나, 오로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익 손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동 요소를 고려한 조정이 필

을 보상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만 보상이 될 수 있다.

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가 없었을 시 해당 사고 이후 기간

손실과 사고 간의 인과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휴지손해를

동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매출

산출하는 데 있어“but for”분석은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표준 매출 조정 조항은 사업 특성 및 가용 자료 여부에 따

지 지속적으로 질문/가정하는 것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업

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표준 매출 조정 조항

휴지손해를 산출할 수 있다.

적용의 몇 가지 예를 보면 연도 간 추세 조정, 예산 대비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주 고객사가 타 경쟁

실제 매출 달성률 및 시장 점유율 분석 등이 있다.

사로 거래를 이전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사고 여부를 떠나 피보험자와 주 고객사와의 거래는

• 총이익률 적용 (Application of rate of gross profit) - 매출

중단되었을 것을 의미하며, 주 고객사와의 거래 중단에 따

감소를 산출한 후, 매출 감소액을 총이익률에 곱하여 총이

른 손실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손실이 아님을 알 수

익 감소액을 산출하게 된다. 약관에 따르면, 총이익률이

있다. 즉 보험자는 주 고객사와의 거래 중단에 따른 매출

란“사고 직전과 가장 근접한 회계연도에 달성한 매출에 대

감소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음을 의미한다.이

한 총이익의 비율”
로 정의되어 있다. 총이익률 또한 표준

사례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실만을 손해 산정 시 반영하기

매출 조정 조항에 따라 표준 총이익률 산정을 위해 사업 추

위해서는, 전체 손실액에 적절한 조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세/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시 보험 약관상 담보되지 않는 손실까지 보상
하게 될 수도 있다.

• 고정비용 절감액 차감 (Deduction of fixed costs savings)
- 사고로 인해 사업 고정 비용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손

c) 기
 업휴지손해 산출식

해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Business Interruption Loss Calculation Formula)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대신해 다른 물류센

본문에서는 상세한 기업휴지손해 산출에 대해 다루지는 않

터를 임차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로 인해 더 이상의 임차

겠으나, 아래와 같이 기업휴지손해 산출의 기본 구성 요소

료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고 기간 간 피보험자의 실제 고정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적게 발생하게 된다. 만약, 사고

•매
 출 감소 여부 확인 (Determination of the reduction in

로 인한 고정비 감소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실

turnover) - 매출 감소는 사고 기간 간 표준 매출에서 실

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고가

제 매출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표준 매출은 사고 기간 전

발생하지 않았을 시의 피보험자의 손실 이익을 정확히 산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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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서는 절감액은 손해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

Calculation of Standard Turnover

-

• 특별비용 증가 (Increase in cost of working (ICW) ) - 특별
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총이익 손실을 경감하거나 혹은 방

Actual Turnover

지하고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추가로 발생
한 비용을 특별비용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약관에 따르면“사고 배상 기

Rate of Gross Profit

간 간 오로지 매출 감소를 경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목

-

적으로, 합리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한 추가 지출”
에대

Savings in Fixed Costs

해 특별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발생한 지

+

출의 최고액은 경제성 한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1
의 총이익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최

"Economic" Increase on Cost of Working ("ICW")

고액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피
보험자는 경제성 한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특별비

If applocabile :

Adjust for Average

용 약관이 포함된 보험을 계약하기도 하나, 추가 특별비
용은 보통 sub limit이 적용되어 있다.

Add "uneconomic" Additional Increase
in Cost of Working ("AICW")

  특별비용 포함 사례:
  i) 사고 기간 간 생산 지속을 위한 기계장비 임시 수리 비용
  ii) 재물 피해 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초과 근무 비용

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iii) 사내 생산 대체 방안으로 원자재 혹은 완제품의 외부

지난 2017년, 전례 없는 폭우로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허

구매 또는 아웃소싱

리케인 하비, 카리브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허리케
인 어마와 마리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광범위한 규모의 피

• 비례 보상 조항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average

해가 발생한 바 있다.

clause) - 피보험자와 적합한 보험가액을 설정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을 보면, 태풍 하토로 인해 중국 내 여러 지역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일부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있었으며, 마카오는 전례 없는 인

는 손실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명 피해 및 도시 전역의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바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빈번
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 손실 클레임과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 클

3.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업휴지손실 이슈
(Issues in Catastrophe Events and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일반적으로 손실은 보통 피보험자의 특정 재산 혹은 장소

레임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a) 자연재해의 영향
(Impact of Catastrophic Events)

와 관련이 있지만, 지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규모의 자연

지진, 태풍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재해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주변 타 사업장 및 기반 시설

인명 피해, 대규모 재산 피해 및 금전적 손실 등 그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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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이다.

야 한다. 또한 특정 공급자 및 고객사의 사고로 인하여 발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이어서 건

생한 기업휴지 손실액 산정 시 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물, 공장 및 기반 시설 복구에 집중하여야 한다.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조업이 재물피해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간접 기업휴지는 최근 일본 지진과 같이 특정 지역 전체, 특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 산정은 일

히 자동차 및 반도체 부품 생산 라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반적인 재물 피해 손실 산정 방식과 차이가 있다.

영향을 미쳤던 점을 볼 때 특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자연재해는 주변 지역의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

으며, 이에 따른 공급 차질로 고객사로의 제품 납기 혹은 서

며, 이로 인해 자동차 조립 시 중간 공정이 영향을 받아 해

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며 일부의 경우 피보험자 재산에 대한

당 공정을 외주 용역을 통해 공정 진행을 하였다.

물리적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보험자 사업 전체에 미칠

또한 자동차 생산 공장의 공급업체 또한 재해로 피해를 입

재정적 손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일 수 있다.

어 잠재적으로 자동차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 공급이 부

생산/조업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손

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결국 자동차 생산량 감소

실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비용 그리고 재무 및 기타 중요 자

로 이어졌으며, 자동차 완제품이 최종 유통 및 판매되는 해

료 복원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은 수개월에 걸쳐 사업 운영에

외시장으로까지 기업 휴지 손해가 발생하였다. 제조 과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체적인 복구 계획 및 적절한 기업

에서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사업 협력사 간의 상호 의존

휴지손해 보험이 없다면 사고 기간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

성이 높은 현재의 산업구조를 볼 때, 재해로 인한 피해는 공

적인 금액으로 늘어날 것이다.

급업체 및 최종 고객을 포함한 산업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b) 자연재해로 인한 간접 기업휴지손해

글로벌 공급망의 발달은 구조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재해로

(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Loss Arising
from Catastrophic Event)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들은 재고 비용을 줄이기 위

일반적인 기업휴지보험 약관은 피보험자 재물 피해로 발

업 운영 중단 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예비 재고를 충분히 보

생한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나, 자연재해

유하지 않고 있어 재해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에 따른 피해로 발생한 손실을 모두 담보하기에는 충분

공정에 대한 의존은 손실 발생 시 자동화를 대체할 생산 방법

하지 않다. 이에 피보험자는 기업휴지보험 기본 약관 외

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이 역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

해 재고 보유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로 인한 사

에 Service Interruption, Denial of Access, Loss of
Attraction 및 간접 기업휴지보험(공급자 혹은 고객사의 피해

c) 대규모 지역 피해와 표준 매출 조정 조항

로 인해 피보험자 손실 발생) 등의 추가 조항을 포함하여 효율

(Other Circumstance Clause in Wide Area Damage)

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들 추가 보험약관에는 각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

각 다른 sub limit, 담보 기간과 공제금이 적용된다.

해는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피해를 특

간접 기업휴지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담보하기

정 지역에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규모 지역 피해(Wide

위한 중요한 추가 조항 중 하나로, 이는 공급자 혹은 고객

Area Damage)는 보험 약관상 어떻게 보상되는지에 대해

사의 사업 및 생산 조업 중단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 보상하게 된다. 기업휴지보험과 간접 기업휴지보험 간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기업휴지보험은“피보험자의

기본 개념상의 차이는 없으나, 간접 기업휴지보험의 경우,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따른 사

공급자 혹은 고객사의 재물 피해로 발생하며, 약관상 담보

업의 중단 또는 간섭으로 인해 입은 손실”
에 대해 보상한다

되는 위험 종류 및 공급자와 고객사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

고 명시되어 있다.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33

이는 기업휴지보험이 주변 지역의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A 레스토랑의 재산 피해에 의한 것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며, 즉 기업

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재산 피해가 없었더라도 A 레스토

휴지보험은 피보험자 재물 피해에 따른 사업 손실에 대해

랑은 지역 경제에 발생한 피해로 인한 방문자 감소로 매출

보상하지, 특정 위험 혹은 주변 지역 피해로 야기된 손실에

의 일정 부분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손실 일부분은 Loss of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ttraction에 의해 야기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개의 레스토랑이 있는 지역이 지진과 쓰나미로

동 사례와 같이, 표준 매출 산정 시 사용되는“but for”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자. A 레스토랑은 재해로

석에서 표준 매출 조정 조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해 재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향후 6개월간 매출이

위 사례에서 A 레스토랑의 손실을 적절히 산정하기 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 레스토랑은 재물 피해가 발생하

는 A 레스토랑의 표준 매출액을“but for”분석을 근거로

지는 않았으나, 재해로 인해 지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였

보정되어야 한다.

기에, 향후 6개월간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레
스토랑 모두 Denial of Access 및 Loss of Attraction 등의
추가 보험 조항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본 사례에서 B 레스토랑은 지진과 쓰나미로 매출 감소 피
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B 레스토랑에 직접적인 재물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휴지 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없다.
반면, A 레스토랑은 재물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기업휴지
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A 레

4.사례연구-태풍 하토와 마카오의
호텔&카지노 사업
(Case Study-Typhoon Hato in Macau
and Hotel & Casino Business)
a) 배경
(Background)

스토랑의 재물 피해로 인한 손실을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풍속이 시속 200km 이상에 달하는 태풍 하토는 지난

손실과 구분해내는 것이 손실 산정 시 중요한 사안이다. 사

2017년 8월 23일 마카오를 강타하였다. 마카오에서는 이

고 이후의 B 레스토랑의 매출을 살펴보면, A 레스토랑의

번 태풍 하토가 50년 만의 최악의 태풍으로, 마카오 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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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8년 만에 10등급 태풍 경보를 발령하였다.

•V
 IP 카지노 매출 (VIP casino revenue) - VIP들이 이용하

마카오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및 홍수

는 고액 베팅 테이블 게임을 지칭.VIP 고객들은 특정 룸

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태풍이 지나간 후에

에 설치된 별도의 테이블에서 정킷을 통해 부여된 신용등

도 전력 및 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번 태풍 하

급에 따라 non-cash 칩을 사용하여 고액 베팅 게임을

토로 인해 마카오에서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240명으로

하게 됨. 승률은 전체 누적 베팅 금액 대비하여 최종 순

집계되었다.

win/lose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균 승률은 약

마카오를 세계 최고의 카지노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2% - 3%로 산정됨. VIP 고객이 칩을 잃을 시 카지노 측

끔 한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및 리조트 산업은 이번 재해로

의 이익으로 반영되나, 이들 VIP 고객들은 정킷을 통해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력 및 수도 공급 차질로

카지노로 오게 되므로, 카지노는 이들 고액 베팅 고객들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몇몇 투자

이 베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정킷에 지불하여야 함.

분석가들은 2017년 8월 카지노 매출 성장률의 약 6%가 이
번 태풍 하토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호텔 VIP 회원 (Hotel’s own VIP member) - VIP 매출과

2017년 8월 25일, 마카오 정부 관광청은 방문 예정객들로

유사하나 카지노 자체의 VIP 고객임, 이들 고객은 정킷에

하여금 마카오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으며, 도시 기반시

의해 오게 된 것이 아니기에 별도의 수수료를 정킷에 지

설 피해, 전력 및 수도 부족 등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불할 필요가 없음.

마카오 정부 관광청은 또한 여행업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
을 가졌으며, 태풍 피해 복구 및 정상화에 집중하기 위해 8

• 슬롯머신 게임 (Electronic games) - 카지노의 머신별 승

월 25일에서 30일의 기간 동안 지역 여행사들에게 단체 여

률은 투자 수익률 보장을 위해 겜블링 협회에 의해 엄격

행객 편성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게 규제되고 있음. 카지노는 허용 범위내에서 승률을
설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머신을 검사하는 당국에

b) 카지노 손실 이해
(Understanding of Casino Losses)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몇몇 카지노 리조트의 영업

머신 승률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운영 중인 슬롯머신 종
(
이라고 함)을 고려할 시 슬롯 머신 승률은
류 및 드랍“핸들”

대략 평균 5%임.

은 중단되었으며, 이는 재물 피해 클레임뿐만 아니라 기업
휴지손해 클레임 또한 야기하였다.
카지노 매출은 마카오 전체 주요 수입원이며, 각각의 매출

c) 보험 클레임 고려 사항
(Considerations in the Insurance Claim)

흐름에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다음 설명을 통해

카지노 산업의 경우, 사고 영향 기간이 단기간이라도 사업

카지노 산업의 4가지 대표적인 게임 매출 유형에 대해 알아

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손해는 매우 큰 수준을 보일 수도

보고자 한다.

있다. 마카오 경제 전반이 레스토랑, 호텔 및 카지노 등의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관광객 숫자는

• 매스테이블 매출 (Mass table revenue) - 바카라, 식보,

카지노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블랙잭, 포커 및 룰렛 등의 카지노 내 일반적으로 이뤄지

Loss of Attraction 추가 조항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휴지

는 대중 테이블 게임을 지칭. 드랍(테이블에서 직접 칩 교환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시 지불하는 금액 대비 교환처에서 칩 교환 시 지불하는 금액)의

보험 약관이 기업휴지손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기 위

양으로 승률을 산정하며, non-rolling 베팅 테이블 게임

해 아래의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의 통상 승률은 20%임.

Lessons Learned 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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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에 재물 피해는 발생하였으며 기업휴지보험에 가

촉구하였음. 또한 식수 안전성 등의 기타 문제들로 인해

입하지 않은 경우 (The casino sustained physical damage

마카오 방문객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but it has no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 만약 중소

있음.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보험자가 입은

형 카지노는 일반재산손해보험만 가입하고 기업휴지보험

재정적 손실 중 일부는 주변 지역에 초래된 피해에 의해

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해당 재물 피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보험자는 이와 관련한 이

해에 대해 보상은 가능하나, 영업 중단에 따른 재정적 손

슈에 대해 보험 약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확히 파

실은 보상되지 않음.

악할 필요가 있음.

• 재물 피해를 입은 카지노가 기업휴지보험에는 가입하

• 재물 피해를 입은 카지노가 기업휴지보험 및 Loss of

였으나 Loss of Attraction 추가 조항에는 가입하지 않

Attraction 추가 조항에 모두 가입한 경우 (The casino

은 경우 (The casino sustained physical damage with

sustained physical damage and has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for business interruption but without loss of

with loss of attraction extensions) - 피보험자는 재산 피

attraction extensions) - 마카오에 카지노를 운영하는 대

해 및 기업휴지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기업

부분의 인터네셔널 호텔체인들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되

휴지손해의 경우, 재물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Loss

어 있음. 호텔 및 카지노에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

of Attraction에 의해 발생하게 된 손해를 구분하여야 함.

업휴지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는 사고로 의해 영향을

보통 Loss of Attraction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sub

받은 이익 손실에 대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됨. 하지만

limit이 적용됨. 또한 손해 보상에 대한 Loss of Attraction

재물 피해에 따른 손실과 Loss of Attraction에 의해 발

조항은 그 세부 담보 내용이 다양하며, 보험 약관 상 대규

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모 지역 피해에 따른 손해가 Loss of Attraction 조항에 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카오 정부는 도시 기반 시설

해 보상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야 함.

피해로 인해 관객들로 하여금 마카오 방문을 재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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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Conclusion)

Conclusion

우리는 최근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복구 시 인적 및

material resources in relation to recent catastrophic

물적 자원 부족 현상을 목격한 바 있다. 이러한 자원 부족으

weather events. This can extend the restoration

로 인해 복구 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이에 사

periods due to the scarcity of resources. Therefore,

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고 초기 종합적인 사업 복구

comprehensivebusiness recovery plans are extremely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mportant.

복구 계획에는 직원 및 고객의 안전 보장 그리고 건물 및 공

The recovery plans include ensuring the safety of staff

장 재산 복구 등을 포함한다. 복구 기간 간 손해를 경감하

and customers and the restoration of properties such

기 위해 피보험자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체 생산 방

as buildings and plant. To mitigate the loss during the

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고 이후 손해 산정을 위

restoration period, the business may find the alternative

해 서류 및 재무 자료 복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means of production by incurring additional costs. The

특히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preservation of documentation and restoring financial

경우, 적절한 보상 약관이 포함된 보험 상품에 가입할 필요

data are also important, as these will be required to

가 있다. 기업들은 자연재해가 야기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estimate the losses after the incident.

고려하여야 하며, 적절한 추가 조항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Moreover, businesses need to have proper coverage in

하여야 한다.

their policy, particularly when operating in vulnerable

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업의 생존 여부는 궁

areas impacted by catastrophes. Businesses need to

극적으로 종합적인 복구 계획/실행 및 적절한 보험 가입에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the natural catastrophe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vent and purchase the appropriate insurance policy with

We have witnessed shortages in human resources and

the proper extensions.
The survival of a business may ultimately depend on
recovery plan in place and the purchase of the appropriate
insurance policy when the catastrophe str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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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재물보험 사고분석]
1. 발생손해액 분석
(1) 전체사고
(억원)
15,000


5,000
4,000

11,859

7,860

7,000

6,338

7,407

7,399

8,896
8,033

6,534

7,742
9,144

10,000

6,181

6,326

3,785

3,625

2,000

1,000
0

2008

2009

[사고건수 변동원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억원)
12,000

- 자연재해가 사고건수 변동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
- 연간 1만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연도
•2010년 : 태풍 곤파스 / 2012년 : 태풍 볼라벤
•2016년 : 태풍 차바
/ 2017년 : 여름철 집중호우

원수손해액                   사고건수

13

(건)
14

12,221



9
4,000

8

8
5

1,645
2008

6
2,748

4

3

5

2,029

2,304

2
518
2009

[500억 이상 고액사고 현황]

38

10

4,915

4,249

3,000

0

12

11

5,000

1,000

0

2017

(2) 100억 이상 고액사고

2,000

8,000

4,000

2,895

2,000

12,000

6,000

4,218

3,000

13,819

11,105

10,312

8,000

6,000

15,225

원수손해액                   사고건수

(건)
14,000

915
2010

6
4
2

54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2012년(4건) : A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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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1건) : K사(정유업) 1,070억

2017

0

2. 주요 업종별 분석
업종별 비율
(%)100

(손해액기준)

55

36

27

44

9

44

39

19

33

43

90

7

80

6

70
60
50

12
18

43

6

27

39

5

6

31

28

20

7

20

8

30

27

20

0

6

8

40

10

57

72

28

25

24

21

23

8

12

1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석유·화학공업           창고업            전기업            식료품공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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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건,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고건수

3

6

7

6

10

3

3

6

12

사고금액

32

34

48

72

657

54

31

55

112

2017

합계

15

평균

71

7

55 1,148

115

사고건수

5

3

4

3

4

12

5

4

2

47

5

사고금액

127

16

179

26

14

512

92

26

70

33 1,095

109

20

사고건수

8

9

11

9

14

15

8

10

14

사고금액

159

50

227

98

671

566

123

80

181

5

118

12

88 2,243

224

[10년간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현황]

- 화력발전이 사고건수 71건, 사고금액 1,148억원으로 복합화력발전의 사고건수 47건,
사고금액 1,095억원 보다 높은 값을 기록
-연
 도별 사고 중 2012~2013년에 다수의 사고(29건, 25%)와 높은 사고금액(1,237억원, 55%)이 발생함

[사고유형별 현황]

- 물리적 손상: 사고건수 63건(53%), 사고금액 1,352억원(60%) 및 평균손해액 21억원
- 화재: 사고건수 19건(16%), 사고금액 721억원(32%) 및 평균손해액 13억원

[목적물별 현황]

- 가스터빈: 사고건수 23건(19%), 사고금액 467억원(21%) 및 평균손해액 20억원(1억미만 제외시 47억원)
- 스팀터빈: 사고건수 19건(16%), 사고금액 466억원(21%) 및 평균손해액 25억원
- 발전기: 사고건수 12건(10%), 사고금액 463억원(21%) 및 평균손해액 39억원(BI/MLOP 1건 제외시 14억원)
- 변압기: 사고건수 7건(6%), 사고금액 111억원(5%) 및 평균손해액 16억원

[손해유형별
최대손해액 현황]

- PAR: 2012년 A화력 전기실 화재사고(560억원)
- MB: 2010년 B복합화력 스팀터빈 파손사고(178억원)
- BI/MLOP: 2013년 C복합화력 스팀터빈발전기 파손사고(294억원)

Statistics Analysis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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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유형별 분석
유형별 비율
(%) 100
90
80

11

9

13

8

4
4
82

17

80

70

21

31

49

40

13

(손해액기준)

3
2
94

2
10

5
15

5

15

14

20

9
74

71

21

65

60
50

2
4
94

17

62

14
34

30
20
1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화재            물리적손상            자연재해            기타

5. 자연재해 사고분석
자연재해 원인별 사고금액

40

(단위 : 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태풍

7

2

357

163

1,219

11

20

22

590

142

2,534

253

폭우

63

57

214

303

271

55

348

68

111

241

1,733

173

낙뢰

50

48

88

94

70

64

21

14

38

41

529

53

지진

-

4

-

4

-

-

-

-

57

123

188

19

설해

-

-

1

26

1

3

44

5

1

-

81

8

기타

-

-

-

-

-

-

8

1

97

30

136

14

합계

121

111

661

590

1,561

133

443

110

894

578

5,201

520

[원인별 분포]

- 태풍과 폭우로 인한 손해액이 전체의 82% 기록

[지진사고 등장]

- 주요 자연재해의 유형으로 2016년부터 지진 등장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규모 5.8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규모 5.4

[태풍손해]

- 2010년 곤파스, 2012년 볼라벤/덴빈/산바, 2016년 차바

합계

평균

6. 계절적요인 분석
전체사고
(억원)

13,000

전체 원수손해액             자연재해 손해액              사고건수

17,911

(건)
18,000

13,860

16,000



7,584

7,000
6,000

13,093

6,340
5,830

5,000
4,000

6,623

3,000

3,627

7,202

7,242

6,074

4,737
3,989

3,723

3,259

2,870

84

1월

2월

월
자연재해비율(%)

6,669

10,000

4,911

8,000

6,551

6,000
4,000

856

1,000
0

12,000

8,475

2,000

166

10,713

8,544

4,392

5,743

14,000

49

125

165

94

3월

4월

5월

6월

7월

1,385

1,162
656

8월

7월

9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4.6%

1.9%

0.8%

3.4%

2.6%

3.3% 21.5% 18.3%

[9월 손해액 규모]

- E반도체 초고액 화재사고에 기인 (9,550억원)

[9월 자연재해비율]

- 상기 E반도체 특이값 제외 시, 8.4%→27%로 증가

[7~10월 자연재해 비중]
  

- 전체 자연재해 손해액 중 78%가 7~10월에 집중
•태풍 곤파스: 2010년 9월
•태풍 볼라벤: 2012년 8월
•태풍 차바: 2016년 10월
•집중호우: 2017년 7월

10월

9월

366
11월

10월

8.4% 20.1%

2,000

94

0

12월

11월

12월

7.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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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8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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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화재

C

창고업

2013.05

경기

전기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 재고자산 등이 소손됨

1,120

재산종합

D

정유업

2017.08

전남

냉각기 부근 배관에서 화재 및 폭발 발생

1,070

재산종합

E

전자부품제조업 2012.12

충북

공장 내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930

재산종합

F

석유화학업

2008.02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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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재산종합

G

석유화학업

2012.11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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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재산종합

H

전자부품제조업 2013.03

부산

도금라인 수세설비 내 히터봉의 전기단락에 의한 화재

620

재산종합

I

전기업

2012.03

충남

전기실 내부에서 합선 또는 순간적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발생

560

재산종합

J

석유화학업

2008.03

경북

플랜트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재물 및 기업휴지손해발생

550

재산종합

K

광학필름제조업 2014.03

충남

미확인 정전기에 의한 유증기 착화로 화재발생

520

재산종합

L

PCB제조업

2014.03

경기

화재로 건물 및 재고피해

500

재산종합

M

항만하역
/보관업

2014.02

전남

석탄저장소가 붕괴되어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 및 인근 저장소에
피해발생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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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업

2017.04

전남

촉매가 고온에 노출되어 손상

393

재산종합

Q

식품제조업

2016.01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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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화재

R

석유화학업

2015.01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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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재산종합

S

창고업

2008.12 경기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 재고자산 등이 소손됨

320

재산종합

T

제지업

2016.06 경기

골판지 원지생산공정 중 화재 발생하여 제조공장동 소손

300

42

고객서비스 부서안내
재물보험1팀

대표전화 02–3702–6000
팩스
02–739–3754
E–Mail service@koreanre.co.kr

국내특약파트

국내임의파트

• 재물보험

해외임의 1파트

•재물보험

    (국내임의수재)

(국내특약수재)

해외임의 1파트

•재물보험

•재물보험

(해외수재)

(해외수재)

• 재공제

기술보험팀

기술1파트

기술2파트

• 기술보험

•기술보험

(국내수재)

(해외수재)

해상보험팀

적하항공파트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특종보험팀

특종파트
•신종종합보험
•상금보험보험

손사위험팀

국내선박파트
•선박보험

(국내수재)

해외수재 1파트

특수보험파트
•농작물보험
•가축보험

•선박보험

(해외임의수재)

해외수재 2파트
•특종보험

(해외수재)

(해외수재)

•화재보험 손해사정
•종합보험 손해사정

•원자력보험 Pool
    운영관련 재보험업무

선박 해외임의파트 선박 해외특약파트

•특종보험

재물손사파트

원자력파트

기술특종손사파트
•기술보험 손해사정
•특종보험 손해사정

•선박보험

(해외특약수재)

해상책임파트
•해상배상책임보험
•재공제

일반배상책임파트 전문직배상책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해상손사파트
•선박보험 손해사정
•적하보험 손해사정

위험조사파트
•재물/기술보험 위험조사
•
『The RISK』지 발간

해외영업 Network
싱가폴지점

라부안지점

두바이지점

Korean Re Underwriting 홍콩현지법인

Tel : (65) 6227-6411
Fax : (65) 6227-2778
singapore@koreanre.co.kr

Tel : (65) 6227-6411
Fax : (65) 6227-2778
singapore@koreanre.co.kr

Tel : (971-4) 355-5028
Fax : (971-4) 355-0788
dubai@koreanre.co.kr

Tel : (44-20) 7265-0031
Fax : (44-20) 7481-8412
london@koreanre.co.kr

동경사무소

뉴욕사무소

런던사무소

북경사무소

Tel : (1-212) 233-3252, 3
Fax : (1-212) 349-0210
newyork@koreanre.co.kr

Tel : (44-20) 7265 - 0031
Fax : (44-20) 7481-8412
london@koreanre.co.kr

Tel : (86-10) 6590-6276, 6277 Tel : (81-3) 3201-1673
Fax : (86-10) 6590-6278
Fax : (81-3) 3215-5585
beijing@koreanre.co.kr
tokyo@koreanre.co.kr

Tel : (852) 2877-3117, 3127
Fax : (852) 2877-2019
hk@korean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