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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의 현황과 과제
정성희

실장 /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의 현황과 과제

정성희

1)

실장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1. 개요

등이 사회문제가 된 대표적인 의료사고라 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최근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

나 조정·중재 성립금액과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고는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위

또한, 의료분쟁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피

축소수술 후 후유증인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2015년에 발

해자인 환자측의 제한된 정보와 지식으로 의료종사자의 고

생한 다나의원의 C형 집단감염, 그리고 2017년에 발생한 이

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대목동병원의 세균감염 패혈증으로 인한 신생아 집단사망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 (2018)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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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건수 추이 (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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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료분쟁조정·중재 성립금액 추이 (2014~2018년)

1） 본고는 “정성희·황현아·홍민지(2020),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을 요약하여 게재한 것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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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 현황

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주요 목적은 장래 불확
실한 거액의 비용지출을 현재의 확정적인 비용 (보험료, 공제

의료사고의 피해자 (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비, 준비금 등) 납부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원활하고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하다.

거대 경제적 부담을 현재 시점에서 완화시켜 주고자 함에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

있다.

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책

국내에서는 일부 전문직업인 3)에 대해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의무화하고, 전문직업인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들에게 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문직업인의 자력여부와 상

배상책임보험 2)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

관없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화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

미국, 유럽 주요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종사자의 배상책임보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특정한 위험에 관하여 피해자

험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지침 등

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구제수단을 사회적으로 확보해 줄 필

을 통해 사실상 강제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자율적으

요성이 매우 큰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

로 배상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종사자의

2） 우리나라

보험자가 보상하는 배상책임담보손해는 1. 자동차에 관한 운행자의 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2. 근로자 재해사고
에 의한 고용주의 배상책임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3. 특수한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 (항공보험, 선박보험, 원자력보험 등), 4. 1~3 이외의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개념으로 사용됨
3） 전문직업인은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행위로 손해를 입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며 전문직업인은 전문적 업무 위임(위
탁)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390조)이 발생함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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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4)

및 재원구조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의료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보건의

기관이 국가로부터 조달받는 의료재원 비중이 높을수록 의

료기관개설자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경향이 있다. 즉 의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해외

료시스템이 공공부분 중심인 국가 6)의 경우 의료배상책임은

사례 검토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주로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용기금을 통해 배상되는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임의적이고, 일

반면, 민영의료시스템 국가 7)에서는 의료배상책임에서 민영

본의 경우에도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된

보험시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의료

5)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검토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

배상책임보험 운영사례는 의료배상책임의 법체계, 보상제도

확한 해외 사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 공제, 기금 등), 의료배상책임 보험시장의 공급자 특성

등에 따라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

3. 해외 사례

로 과실기준 (Fault Based)을 적용하는 국가 중에서 의료배상
책임보험제도의 의무적용 여부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독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의 보장

일,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과 일

4） 의료배상책임보험 관련 실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병·의원의 경우 대략 3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5）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검토보고 (2009), p. 134
6）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
7） 독일, 일본,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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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실기준적용 국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공제) 운영사례
의료배상책임보험 (공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의무가입 여부

주 운영주체

독일

민영재원 중심 (NHI)

△1)

민영보험회사

일본

민영재원 중심 (NHI)

△2)

일본의사회 (JMA)

미국

민영재원 중심 (PHI)

○3)

비영리 상호조직 (의료공급자소유보험회사)

영국

공공재원 중심 (NHS)

○4)

국가보건서비스소송국 (NHSLA),
의사방어조직 (MDO)

한국

민영재원 중심 (NHI)

×

대한의사공제, 민영보험회사

주 : 1) 연방의사법 및 의사협회가 채택한 연방의사직무규정에 근거하여 의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함
2) 일본의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의사의 경우 의사회가 제공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자동 가입됨
3) 일부 주 (뉴욕, 펜실베니아,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 에서 의사 및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주 법령으로 규정함
4) NHS 소속 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경우 NHS가 의료배상책임을 부담함

본은 민영 재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이면서 전 국민 건강보

독일은 2013년 환자권리법 개정안 마련 시 독일 연방의사법

험제도 (National Health Insurance, 이하 ‘NHI’라 함)를 운영하고

(BÄO §(1) 5)에서 의사의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

있어 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보건의료시

정을 도입하였다. 독일은 연방법 이외 16개 주별로 의사법이

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민영재원 중심의 보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데 주별 의료법상에 포함된 규정내용

의료체계하에서 민영건강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이하

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PHI’라 함)이 공보험의 대체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국의 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사협회 (German Medical

건의료체계는 대부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국가보건

Association)에서 채택한 연방의사직무규정 9)에 의해 의사의

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라 함) 8) 형태로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10)

운영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의원급으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법령

로 한정하고 있으며, 병원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

에 기반하여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다. 이는 병원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재

의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

원마련 등 자체적인 배상자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입하도록 하고 있다.

판단된다. 또한 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 병원이 일괄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주고 의사에게 보험가입증서를

3.1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교부해 줌으로써 의사가 의사협회에게 의료배상책임보험에

1) 독일

가입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NHS는 1946년 국가보건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 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1948년에 발족됨. NHS에 따라 영국에서는 질병예방, 재활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급됨
9） MBO-Ä 1997(Professional Code for Physicians in Germany) §.21(Liability Insurance)
10） “의사는 본인의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스스로 충분히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Physicians are obliged to
sufficiently insure themselves against liability claims arising in the context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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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된다. JMA는 A 회원을 대상 (피보험자)으로 통상 4~5개의
11)

미국 일부 주 에서 의료배상보험가입을 법령으로 의무화하

손해보험회사와 단체계약 체결을 통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이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

제공하고 있다. JMA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시 배상책임보

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종사자로 하여금 의료배상책임보험

험보통약관 이외에 JMA의료배상책임 분쟁처리규정 및 배

(Minimum Level) 을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상책임심사회 규약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JMA의

의료배상금액 규모 자체가 매우 커서 의료사고 한 번으로도

료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액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에만 보험사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JMA의료배상책임

있지 않은 많은 주에서 대부분의 의료종사자나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의사 중에서 100만 엔 이하의 보장을 원하는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우, 그리고 JMA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의사
의 경우 도도부현 의사회나 각종 학회가 체결하는 단체보험

3) 영국

에 가입하거나 개별적으로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의료체계를 국가책임 하에 두는 NHS 체계로
NHS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사고에 따른 배

3.2 피해보상 기금 운영

상책임 또한 NHS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영국 정부는

1) 영국

NHS에 대한 의료과오 소송 및 보상을 위해 1995년 NHS

영국은 NHS에 의한 의료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송 전 화해

산하 특별보건위원회 형태로 NHS 소송국 (NHS Litigation

를 통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1995년부터 의료과

함)12)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기금 (Clinical Negligence Scheme for Trusts, 이하 ‘CNST’라 함)

NHSLA는 NHS 산하 의료기관의 의료과오에 의해 발생하

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의료과실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

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의료과오에 대한 명확한 근

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부과함

거없는 배상청구 난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NHS 재원을

에 따른 소송 장기화 등의 어려움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Authority, 이하 ‘NHSLA’라

13)

보호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NHS의 의료배상청구
14)

왔다. 이에 따라 CNST는 NHS에 대한 의료배상청구건의 화

건 중 90% 이상을 소송 외에서 해결 하고 있으며, 2013

해를 통한 배상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NHSLA에 의해

년 4월부터는 NHS 산하 의료기관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

관리되고 NHS 회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하고 있다.

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의 매년 공제회비 납부를 통해 운영
되고, 민간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NHS와

4) 일본

협약에 의해 NHS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일본의 의료배상보험시장은 일본의사회 (Japan Medical
Association, 이하 ‘JMA’라 함)가 주도하고 있다. JMA 회원

2) 미국

은 보험가입여부 및 회원대상에 따라, A1 (병원 및 개원의),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환자보상기금 (Patient Compensation

A2 (JMA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봉직의), B (JMA 의료배상책

Fund, 이하 ‘PCF’라 함) 을 도입하고 주정부에 따라 의료종사자

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봉직의), C (무급근무의사) 등으로 구분

에게 강제 또는 임의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PCF는 의료종사

11）  뉴욕, 펜실베니아,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
12） NHSLA의

주요 업무는 NHS와 환자 사이의 배상청구관리 (Managing Claims) 및 분쟁해결 (Resolving Disputes), 위험관리 및 배상청구감소를 위한
NHS 보조업무 (Helping the NHS to Manage Risk and Reduce Claims), 전문 자문 (Professional Advice) 등임
13） NHSLA 업무는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제4장 제28조~제29조에 규정되어 있음
14） NHSLA(http://www.nhsla.com/Claims/Pages/Handl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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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손해배상금액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혹

60% (2011년 기준) 정도가 JMA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JMA

은 자가보험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주 정부가 PCF를 통

을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단체보험으로 운영, 의사회 회

해 부담해 주는 제도로 민간재보험기능이 완벽하지 않은 현

비15)로 보험료납부, JMA의 모집 (브로커 역할) 및 손해사정,

실을 반영한 제도로 평가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등으로 설명된다.
JMA는 보험회사와 계약 16)을 통해 회원들 대상으로 의료배

3.3 의사공제조합의 역할

상책임보험17)을 제공하고, 환자와 의사 간 분쟁을 해결해 주

1) 일본

는 등 역할을 확대해 왔으며, 의료과실유무를 제3자적 입장

일본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보험료의 급증, 이

에서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함께 ‘조사위원회’

에 따른 보험회사와 JMA와의 마찰 등이 사회문제로 확대

와 ‘배상책임위원회’을 운영하고 있다.18)

되자, 1973년 JMA 주도로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
었다. JMA는 사단법인으로 일본 전국의 도도부현 의사회

2) 영국

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 전체 의사 중

영국의 의사단체인 의사방어조직 (Medical Defence Organisation,

15） 동일 등급 내 회원은 지역과 진료계열을 불문하고 동일한 회비와 보험료를 납부함
16）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임
17） 보상한도는 의료사고 1건당 1억엔 (공제금액 100만 엔), 연간 총 보상한도는 3억엔 정도임
18） 환
 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사는 해당 지역의사회에 사고처리를 위임함. 해당 지역의사회는 손해배상청구액이 100만엔을 초과
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JMA에 보고해야 하며, JMA는 보험회사와 협력하에 조사위원회와 배상책임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심사를 실시함. JMA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화해 등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절충을 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조사위원회를 통
해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고, 배상금액에서 100만엔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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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MDO’라 함) 19)은 NHS 관할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

욱이 의료종사자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상

와 관련한 의료배상책임에 대해서 회원 대상으로 보험회사

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의료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제도가

와 상호보완 또는 경쟁적으로 보험 (공제)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그

MDO 중 대표적인 의사방어연합 (Medical Defence Union, 이하

실효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

함) 20)

의 경우 MDU 규정 (Memorandum and Articles of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직업인

Association) 하에 회원들에 대한 혜택은 모두 자유재량으로 두

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와 주요국의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고 있으며, 매년 의사수입의 평균 1~2% 정도의 가입비로 재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의료종사자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원을 충당하고 있다. 의료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증권범위를

배상자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

벗어나는 청구권이나 기타 의료-법적 문제를 위해 MDU 내

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 (공제)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거나 시

에 기금을 적립·운영하고 있다.

스템적으로 강제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MDU 회원과 환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상담·해결하

다만 제도도입을 검토할 경우 처음부터 의무가입대상을 모

거나 회원에게 의료법관련 조언·지원을 위해 법의학 영역

든 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제도

에서 훈련된 의사들이 고용되어 있다. MDU 회원 (의사)은 진

정착 등에 있어 무리한 면이 있으므로 단계적·차등적 적용

료의무기록을 공개한 후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며,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사례를 참고하여 상대적으로 피

MDU는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청

해구제자력이 미흡한 의원급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

구건을 통지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통상 3개월

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면 의료기관의 경제적 여력

‘MDU’라

에 따라 보험 (공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배상책
3) 독일

임보험제도의 사회적 효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의 운영은 보험회사가 담당하

또한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에 따라 의료사고에 노출되는

고 있으며 의사단체인 연방주 의사협회는 보험중개기능, 의

정도나 배상책임액 간에 편차가 크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료분쟁 감정·조정, 의료사고 예방·상담·자문 등에 주력하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의료사고발생이 잦은 진료과목을

는 등 보험회사와 의사협회간의 역할이 서로 나눠져 있다.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의료사고발생 편차를 고려하여
의무가입해야 하는 최소배상책임금액을 차별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

4. 제언

한편 보험회사는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여력에 상당한 편차
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꽤 비싸

4.1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 강제화 방안

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입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장래 불확실한 거액의 비용지출 (손해배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의료종사자의 배상자

상금)을 현재 확정적인 비용 (보험료)의 납부로 대체함으로써

력에 비례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거나, 보험료 납입여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과

을 고려하여 배상책임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

19） 대표적인 MDO로는 의사방어연합 (Medical Defence Union, MDU), 의사보호협회 (Medical Protection Society, MPS), 의사보호공제 (Premium Medical
Protection, PMP), 스코틀랜드 의사·치과의사 방어연합 (Medical and Dental Defence Union of Scotland, MDDUS) 등이 있음
20） 의사, 치과의사, 보건의료전문가 등 회원에 의해 소유된 비영리 상호공제회사로 MDO 중 최초로 1885년에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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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임의보험 이원화 방안

계에서는 위험수가를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

인식하고 있고 위험수가의 인상은 전체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해자를 보호하고, 의료종사자의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보호

이어진다는 점, 또한 위험수가는 급여 의료행위에만 적용되기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

때문에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재원을 공제할 방법이

장법과 유사한 구조의 법률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수가에 포함된 의료사고 대비 비용
인 위험수가를 정상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건강보

2) 의료종사자 보호강화 방안

험공단 등에서 기초 의료배상책임보험 제공 및 보험회사의

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를 도

운영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의료종사자는 건

입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료계에 일정범위 (최소배

강보험공단 등이 제공하는 기초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자동가

상책임금액)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형사책임면제 가능성을

입되며, 이를 초과하는 보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종합배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상이 가능한 재원을 미리 확보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특례

이는 영국에서 NHS 산하의 의료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NHS

가 인정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와 함께 의학발전을 위한 새

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NHS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에 따

로운 진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제도와 분쟁제

른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의료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공제나 보

도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의료종사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험 가입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는 사례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

의무적으로 가입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절차

,

볼 수 있다. 다만 위험수가의 재원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

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21)

21） 이 경우 환자로부터 중재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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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 연계방안

도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상호보완하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을 강제화할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

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의 필요성과 중복성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

의료종사자의 배상책임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로 피해자는

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중재원이 피해자 (환자)의 미지급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종사자의 자구

금을 우선 지급해주고, 추후 배상의무자 (의료종사자)에게 구

적 구제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적인 구제역할

상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인만큼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

이 필요하다. 22) 일례로 미국의 환자보상기금과 같이 배상금

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

액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정

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경제적

부가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대불제도가 그 역할을

사정이 열악한 의료종사자일수록 의료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할 수 있도록 보험과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

대불제도 이용 가능성은 높은 반면 의료종사자로부터의 대

라서 의료종사자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되 현

불금 회수율 (구상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확대되지 않

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을 경우 대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또한 어렵게 된다. 한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하도록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입증과정이 쉽지 않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고,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비고의적 과실 등 보상이 필요한

한편 대불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배상비용도 고액화되

의료사고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대불제

고 있으나 대불제도의 구상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 23)이기 때

22） 윤강재 외 (2019),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2013~2017년

동안 의료중재원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대불은 총 74건으로 26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회수율은
8.1%에 불과하여 24억 3천만 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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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불제도의 재원 소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불

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사협회인 JMA가 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징수 정례화 24)를 입

험회사와 협업하여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공급하고 의료분쟁

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종사자

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사단체인

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대안으

MDU도 회원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소

로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 책정 시 반영하는 위험수가의

송 이외에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상기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배상공제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영국 MDU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보험

4.3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강화 방안

인수자로서, 그리고 의료전문가집단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보험과 공제는 피해자의 구제와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의

필요가 있다.

료행위 보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그 기능면에서 장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보험인수자로서의 전문성 및 공제상품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보험회사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때 독일은 보험회사가 보험공급 및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공제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전문

운영을 담당하고, 의사단체인 연방주 의사협회는 보험중개

성을 활용하여 의료배상책임 관련한 전문심사기구설치 등을

기능, 의료분쟁감정 및 조정, 의료사고예방·상담·자문 등

통해 역할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24）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규정」은 종별 대불재원의 잔액이 해당 종별 누적 적립목표액의 10분의 1 이하가 될 경우 추가징수가 가능하다고 규
정되어 있으나 이는 내부규정으로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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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보험 (공제)
가입금액 초과분

공적 피해구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공제)

민영 피해구제

의료종사자 자기부담금

그림 3. 의료종사자 손해배상책임의 공·사 피해구제방안

5. 결론

임보험의 강제의무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고령인구·질환자 증가, 건

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효율적으

강보험확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권리의

로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대불제도

식도 향상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의료사고 및 의

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주는 제도가 아니

료분쟁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기 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음은 분명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비 지출규

하다.

(2005) 25)

에

다만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

의하면 의료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은 경상의료비의 약 1%를

상책임보험만으로는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는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

약 1조4천억원 (경상의료비 144.4조원) 수준으로 추계해 볼 수

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

있다.

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

의료사고는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본 연구는 의료사고가 발

를 도입하더라도 의료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스

생한 이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손해배상이 적절하고도 신속

스로 의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측면의 보상체계에 초

험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당시 의료배상책

보인다.

모와 비례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손명세

25） 손명세 (2005), 『의료사고 분쟁에 소요되는 총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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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디자인과 리스크 관리
(치아보험을 사례로)

백의지

전무

라이나생명, Chief actuary and CRO

1. 보험산업의 위기

극이 될 수 있는 담보를 마케팅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 또한 보장성 상품시장의 경쟁이 과열되어 경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노력을 통해

쟁회사에서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충분한 리스크 검토를 하

발전해 왔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인구 감소

지 못한 채 유사 상품을 보다 공격적인 가격과 높은 보험지

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그리고 눈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회

급한도로 제공하는 Fast - Follow 상품접근을 하여 손해율이

계제도 (IFRS17)와 지급여력제도 (K-ICS)에 대한 대응 등 수없이

상승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생명보험업계는 최근 몇 년간 마

이러한 가격 및 한도경쟁의 상품판매방식은 최근 ‘보험보장분

이너스 보험료 성장이라는 고전을 겪고 있다.  보험규제 역시

석’이라는 방식으로 보험소비자의 기존계약을 해지시킨 후 보

상품자율화 기조에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다 공격적으로 설계된 신규상품으로 재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되면서, 저금리와 저축보험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저축성 보

승환 계약을 증가시킴으로써 보험산업전체의 수입보험료 정

험 경쟁력 상실에 더하여 2015년 시행된 저축성 보험 사업비

체 혹은 역성장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듯하다.  

개편에 따른 신계약비 축소조치로 판매수수료까지 감소되어

그 과정에서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더 적합한 상품으로 변경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설계사 판매동력이 사라진 상황이다. 여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의 계약정보 수준으로는 기

기에 COVID-19로 인한 경제위축,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로

존 상품과 신규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 분석할 수 있

보험산업 성장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는 상세정보에 한계가 있다보니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단점

이러한 산업환경에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을 주로 설명한 후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

하기 위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

인 듯 생각된다.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상품경쟁방식은 제한

의 투자를 할 여유를 잃고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된 파이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

공격적인 상품가격 설정이나 인수조건 완화, 소비자에게 자

지만 업계전체로는 유지율의 하락과 신계약 비용증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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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이 하락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

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당시 많은 보험회사들은 치아보험의 판매가 엄청난 손실을 가

다만 한 번도 판매되지 않았던 새로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적

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통상적으로

정가격을 책정하여 기대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는 소비자보호관점에서 위험율 할증에 대해 조심스러운 금융

쉽지 않다. 다행히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수년에 걸쳐 개발하고,

당국 조차도 상품신고 수리 당시에 회사의 손해율악화 가능성

해외의 상품전문 계리사들과의 검증을 걸쳐 출시하는 문화가

이나 이로 인한 지급여력 영향에 대한 분석요청에 무게를 둘

잘 갖춰진 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계에 영향력 있는 혁신상품

정도로 치아보험의 최초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을 다수 개발하여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의 치과진료 행태에서부터 해외 각국의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시장에서 시장확대라는 성과와 함께 과

치아보험현황 조사까지 3년이라는 연구기간 대부분의 시간

열경쟁에 따른 손해율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치아보험을

을 치아보험의 출현이 소비자의 치과사용행태에 어떤 변화

업계최초로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느낀 경험을 통해 건강보험

를 가져 올 것인지를 고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 개발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치아보험의 적정가격 책정과 리스크 헷징을 위한 상품디자
인에 대한 고민은 치아보험개발의 핵심과제였다.
당시 치아보험은 한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상품이었지만

2. 치아보험의 개발과 리스크 관리

해외에서는 기업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3개국의 공적·민영치과보

2.1 치아보험의 국내 도입

험시장 및 상품조사를 함으로써 국가제도와 연계한 민영치

이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치아보험은

과보험의 영향을 한국 최초 치아보험 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2005년부터 약 3년에 걸친 연구끝에 2008년 한국보험시장

있었다.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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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아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의무사항
1

현재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2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아우식증)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치료 (충전치료, 보철치료) 투
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 (잇몸별, 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표 2.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장범위
적용년도

적용대상

보장범위

2014년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금의 50%

2015년

만 70세 이상

본인부담금의 50%

2017년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의 50%

2018년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의 30%

2.2 치아보험의 주요 리스크 요인

최악의 경우 보철치료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어 치

치아보험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진행여부에 대한 언

료의 즉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가입시점 뿐 아니라 가입

더라이팅이 쉽지 않고, 치아치료의 시기선택, 치료방법선택

후에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시기 조절이 가능하다.

등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취약한 상품특성을 가지고 있다.  
4) 다양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비용
1) 보험가입 시 정보의 비대칭

동일한 상태의 치과질환에 대해 다양한 대체치료방법과 재료

보험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치아보험의

의 선택이 가능하여 발생비용의 범위가 넓다. 치아충전 (Filling)

경우 유병율이 높은 질환인 반면 자각증상을 통해 유병상태를

치료에 대해 아말감, 레진, 금, 도재 등의 다양한 재료선택이 가

인지하기 쉽고 치료를 미루기 쉬운 질환이므로 보험가입시점

능하며, 치아상실단계에서 브릿지나 임플란트 등의 치료방법

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위험이 다른 상품보다 높다.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 보유여부에 따라 치과병원에 의해
치료방식의 변경권유나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언더라이팅 제약
역선택 위험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전 진단을 시

5) 치과진료 관련 국민통계의 제약

행하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사

신규 건강보험개발 시에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치과

비용이 과다하여 조사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 현행 치아보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험은 두 세가지 정도의 간단한 고지문항만을 질문하고 있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허용되어 병원마다 진료비

다. (표 1. 치아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실례로 판매초기에 홈

용이 크게 상이하고 치료방식의 권유정도가 달라 신뢰할 수

쇼핑과 같은 인바운드 TM채널로 판매 시에 파노라마엑스

있는 통계나 자료확보가 어렵다.

레이 제출을 의무화한 결과 가입율이 현저히 떨어져 시행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6) 정부정책 및 건강보험 제도변화의 영향
정액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 과 같은 국민

3) 치료시기의

선택

건강보험정책에 직접적으로 보장금액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

치과질환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생명에 직접적 지장이 없고,

만 비급여대상이 많은 치과진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1）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모든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해소’ 등 추진. (’1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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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외치과보험 보장 예시 (미국 Blue Cross Blue Shield, Delta Dental 기준)
구분

보장내용

자기부담

최대한도
면책기간

항목

보장예시

예방치료 (Preventive care)

정기검진, X-ray, 스케일링 등

기본 치료 (Basic Service)

충전치료,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

주요 치료 (Major Service)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정액공제 (Deductible)

주로 기본치료와 주요치료에만 적용

정율공제 (Co-insurance)

기본치료 20~40%, 주요치료 50%

연간한도 (Annual Maximum)

연간 한도 금액으로 설정하거나 치료별로 설정

생애한도 (Lifetime Maximum)

생애최고 한도금액 설정

기본 재건치료 6개월, 주요 재건치료 12개월

대상이 확대될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보험차익 2) 발생 가능

도로 치아보험가입자의 치과이용률 상승비율을 산정하여 위

성이 커져서 과잉진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치

험율을 추가로 보정하였다. 국내자료로 이러한 통계를 확보

아보험 최초 개발시점에는 임플란트가 모든 연령에서 국민

하기 어려워 해외 기업치과보험의 비자발적 의무보험가입자

건강보험의 비급여진료였으나 2014년도부터 고령자에 대한

(Compulsory Plan)와 자발적 보험가입자 (Voluntary Plan)의 치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이 도입되었고, 점차 그 범위가 확대

과이용율 (Dental Utilization Ratio) 상대비율을 활용하여 국민통

되고 있다. (표 2.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장범위)

계 대비 치아보험가입자의 치과진료 비율을 추정하였다. 당
시 자발적 가입자의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이용율은 비자발

2.3 최초 개발 당시 치아보험리스크 헷징 방안

적 가입자의 약 2.3배 수준이었다. 이는 현행 국내 의료실손

치아보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비급여부담율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출금액 총

해외의 다양한 치아보험 상품구조를 벤치마킹하여 10여가지

의료비)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약 1.85배 높게 나타난 결과

이상의 치아보험리스크 방지방안을 상품디자인과 위험율 개

보다도 차이가 크다 (2019년 상반기 기준) .3)

발과정에 도입하였다. (표 3. 해외치과보험 보장예시)
상품최초 개발 시에는 고객의 치과치료나 용어 등의 이해도 수

2) 대체치료의 보장

준과 주 판매채널인 TM 채널에서의 상품설명 가능성을 고려하

치아보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임플란트의 경우 최초 개발

여 고객의 니즈가 가장 높은 주요 재건치료 (보철치료)만으로 상

당시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통계가 아직 국내에서 일반화되

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였고, 이후 고객의 치아보험의 이해도

기 전의 과거 통계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다행히 임플란트는

가 높아짐에 따라 X-ray와 같은 예방치료와 기본 재건치료를

브릿지, 틀니의 대체치료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비중이

모두 포함한 현재의 치아보험형태로 확대하게 되었다.

늘어나면 브릿지와 틀니의 치료가 감소하게 되어 이를 적정
보장금액으로 동시 설계하여 임플란트통계의 한계를 보완하

1) 계약자행동에 대한 위험율 할증

였다.

국민통계기반의 위험율에 적용하는 일반적 안전할증과는 별

2）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제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보다 커서 발생하는 이익
3） 김서미(2019), ‘손해보험업권 실손의료보험의 주요리스크 요인분석’, 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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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별

면책기간

5) 연간

치료개수 제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발병부터 치료까지의 시기

해외 대부분의 치과보험에는 가입기간 중 과잉진료를 하는

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왕증 (Pre-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치료횟수나 금액제한

existing Condition)을 배제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우연성 조건

또는 생애보장금액한도 (Lifetime Maximum)가 설정되어 있다.

을 확보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상품디자인이 필수적이

한 개인이 다수의 치아를 단기간에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일

다. 해외 치과보험의 경우 예방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을

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해외상품과 일인당 연간평균 치아

설정하지 않으나 기본 재건치료는 6개월, 틀니 (가철성 의치)

치료 개수를 참고하여 치아당 연간 3개의 치료제한을 설정

나 임플란트와 같은 주요 재건치료에 대하여는 대부분 12개

하였다.

월의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면책기간을
설정하였다.

6) 보장금액 한도를 통한 자기부담금 설정
해외 치과보험 대부분이 실손형 상품으로 기본 재건치료는

4) 보험금 감액설계

약 20~40%, 주요재건치료는 약 50%의 본인부담금 (Co-

높은 유병률대비 치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치과치료의

insurance) 설계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면책기간 외에 추가적인 감액기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이는 현행 한국의 실

간 설계를 통한 역선택방지 디자인을 추가하였다.

손의료보험과도 유사한 설계이다. 다만 최초 치아보험이

이미 질환이 상당수준 진행되지 않은 선량한 계약자의 경우

정액형 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치과진료 실제 비용수준

2년간의 감액기간은 보험료 납입규모 대비 큰 불이익이 아

을 파악하여 해당 진료의 평균비용 약 50%~80%를 보장

니며 계약자간의 형평을 위하여도 적절한 디자인으로 판단

한도로 설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 (Co-insurance) 효과를 반

하였다.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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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담보 한정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후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

치아치료의 경우 90% 이상이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

는 의무부가특약의 제한으로 인하여 치아단독상품으로만 판

로 인한 치료여서 고객니즈의 대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반

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면, 재해로 인한 치아발거의 경우에는 사고시점에 대한 증명
이 어려워 최초개발 시에는 보장에서 제외하여 역선택을 추

10) 가입가능연령의 단계별 확대

가로 방지하고자 하였다.

고령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철급여화 가능성을 고려하
여 최초 가입가능 연령을 50세로 제한하다가 점진적으로 가

8) 5년 단기갱신상품

입연령을 확대하였다.

당시 건강보험의 갱신주기가 대부분 10년이었으나 사용가능
한 통계기간이 임플란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기간의 통계인

11) 보철전문의를 통한 상품약관 종합자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개발 시에는 짧은 갱신주기로 설계하

서울대 치대교수이자 대한구강악 안면임플란트학회 부학회

였다.   

장을 역임중이던 전문가를 통해 치과진료행태에 대한 임직
원 교육과 함께 상품약관에 대한 종합자문을 진행하여 법적

9) 정기특약 의무부가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

최초개발 당시 위험율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치아보험의

행하였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담보를 결합함으로써 손해율의 안
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초 치아보험만의 손해율은

2.4 치아보험도입 이후 소비자행동과 리스크

100%를 초과한 결과가 나온 반면 의무부가 정기특약의 손

1) 치과이용 트렌드 변화

해율은 일반 사망보험보다 현저히 낮아 전체계약의 수익성

보험가격 설정을 위한 위험율개발 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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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트렌드나 통계기간 조정에 제약이 있어 위험율 개발에

기간 평균손해율은 기초위험율과 유사하더라도 이러한 경과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보험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치과치료

기간별 보험사고발생의 변화로 인하여 가입초기 보험료준비

이용율 증가는 치과이용율 개선이라는 본 상품개발 취지이

금이 과소 계상되어 판매초기에 손익을 커보이게 하는 왜곡

기도 하지만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주요 고려사항이다.

현상이 발생한다.

재미있는 사례로 치아보험을 선보인 이후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급속도로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치과의사
협회에서는 처음에는 치과네트워크도입에 반대의사를 표현

3) 보험금 청구지연수준과 지급준비금 (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추정

하였으나 많은 치과병원에서 이후 치아보험을 활용한 영업

대부분의 소액치료비보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치아보

을 하기 시작했고, 대한 한의사협의회에서는 병원이용율에

험의 경우 보험금 규모도 소액이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

대한 보험의 파급효과를 알고 한방보험 개발지원을 제안하

의 발거부터 임플란트 보철물식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기도 했다.

되는 치료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지연기간이 다른 보
험에 비해 월등히 길다. 보험금 청구데이터가 부족한 판매

2) 치료시점에

대한 계약자 행동과 보험료적립금

초기에는 이러한 경험 부족으로 지급보험금을 과소적립할

현행 보험료 적립금 산출방식은 경과기간별 최적가정을 적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용하는 방식이 아닌 보험료산출 기초위험율을 적용하여 보
험료 적립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한다. 치아보험의 경우 감액

4) 보장금액별 손해율 현황

기간이 설정된 기간 중에는 보험금의 50% 수준 밖에 지급

치아보험도입 후 약 10년간은 단일한도로 상품을 운영하였

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많은 고객들이 치료시기를 감액기간

으나 급부구성이 다양화되고 임플란트 보장금액도 50만원

이 종료되는 3차년도까지 미루는 현상을 보인다. 전체 보험

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해졌다. 2019년 당사 손해율 분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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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따르면 높은 보장금액을 선택한 고객일수록 손해율이

용하기 때문에 위험율산출 기초통계 건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높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임플란트 보장액 200만원 가입

안전할증수준이 낮아지므로 보험료산정 기초율 즉, 기초위험

고객이 100만원을 선택한 고객대비 약 3배가량 높은 손해율

율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위험율차 마진확보가 어려워진다.

을 보여 현재는 최고 보장한도를 하향조정한 상태이다.

현금흐름방식으로 손익분석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최적가
정을 적용하지만 3이원방식의 업무관행이 가격설정에 영향

5) 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비중

을 주고 있어 적정한 위험율차마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험상품설계 기준상 재해의 경우에는 역선택조건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감액설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치

2.5 치아보험 경쟁심화에 따른 상품변화

아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산출 통계상의 재해로 인한 치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최초의 치아보험은 이러한

4)

료비중보다 현저히 높은 재해비중을 보였다. 재해가 역선

다양한 위험관리전략을 통해 안정적 손해율관리에 성공함으

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일반적 이해와는 크게 상반된

로써 2008년에 최초로 출시된 이후 10여년 동안 신계약 증

결과이다.

가와 수익성 모두에 기여하는 상품이 되면서 보험업계에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한 혁신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게 된다.

6) 초년도 감액이 초기 유지율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경쟁심화로 치아보험시장에

초년도 보험금 감액설계로 인해 고객들이 치료시점을 감액

신규진입한 보험사들은 후발사로서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

기간 이후로 지연시키는 현상은 감액기간 중의 보험계약 해

해 최고보장한도 상향조정,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을 축소

지 또한 지연시켜 유지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

또는 폐지, 연간보장한도를 폐지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

한 보험금 감액설계는 가입초기 손해율과 유지율을 모두 개

다. 이외에 질병으로 한정하던 보장내용을 재해에도 확대하

선시켜 상품 수익성 확보에 크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보험

여 판매하고 있다.

업계가 보장한도를 높여서 상품경쟁을 하기 시작한 이후 감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증가로 인해 특정채널에서의 치아보험

액기간 중의 보장금액이 실제비용에 가까워지면서 가입초기

판매중지를 하기에 이르렀고, 소비자의 치아보험에 대한 기

의 유지율 개선효과는 줄어드는 듯하다.

대와 활용방식 역시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다.
임플란트 1개당 보장금액이 2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면서

7) 보험금 청구와 유지율 관계

Co-insurance 개념이 상실되었고, 가입초기의 감액설계효

감액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험금 청구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

과와 이로 인한 초기유지율 개선효과도 희석되고 있다.

객간의 유지율차이 분석에서 보철급부 청구고객의 해지가

반면에 치아보험 판매초기에 있는 회사는 판매초기에 치아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다. 연간 보장한도를 제거한 상품일수

보험의 소비자 행동특성으로 인해 수익이 과대평가되는 현

록 이러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유

상이 발생한다. 감액효과로 인한 판매초기 일시적으로 양호

지관리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한 손해율, 경험통계부족으로 지급준비금 (IBNR)에 치아보험

  

의 충분한 청구지연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여 지급준비금을

8) 경험통계 전환 시 고려사항

과소계상할 가능성, 최적위험율가정이 아닌 기초위험율로

소액보험이면서 다빈도 질병이다보니 자사 경험율로 전환 시

보험료 적립금이 산정되어 낮은 준비금 부담발생 등의 현상

통계적 충분성이 상대적으로 큰 급부이다. 현행 경험위험율

은 판매초기에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재무제표상의 수

개발기준 하에서는 위험율 개발시 통계적 안전할증만을 허

익성으로 나타나 공격적 상품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도 있다.

4） 보험료 산출기준 1% 대비 실제 재해비중 30%, 라이나생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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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치료 1.2%
치아교정
1.6%

기타 0.6%
거의 가지
않는다.
11.2%
주기적으로
정기검신을
받는다.
31.6%

아플때 등
필요 할
때만 간다.
56.6%

기타
10.3%
얼얼한 마취
주사 때문
11.8%
치료시간이
오래걸려서
19.5%

기타 2.4%

틀니
2.6%
진료비
부담이 커서
34.5%

미백치료
4.0%

없다
15.0%

치주염
14.2%

치료 후 통증이
두려워서 23.9%

임플란트
31.6%

충치치료
21.6%

입냄새
5.8%
치과방문시기

치과에 가지 않는 이유

현재 필요한 치과치료

그림 1. 5060 구강건강 실태조사 (2020.8.14, 50세 이상 500명 대상), 라이나전성기재단

반면 해외치과보험의 상품구조는 2008년 한국최초 치아보

매,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험 출시하던 시점이나 2020년 현재나 면책기간, 자기분담금

의학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한다.5)

비율, 연간보장한도, 생애보장한도 등의 설정이 크게 달라지

치아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지 않아 현재 국내치아보험의 설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

X-ray, 스케일링 등의 정기검진을 통해 '정기적'인 치아관

각하게 한다.

리를 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음으로써 최대한 자신의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구강건강관리의 보다 나은 관리방법이자 치아

3. 치아보험의 고객가치

보험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이다. 임플란트기술이 아무
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치아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임플란트 몇 개를 치료하면 납

것이 치과전문가의 일관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입한 보험료보다 이익을 볼 수 있다.’와 같은 설명은 흔한 영

치과재료나 기술의 발전으로 100만원을 밑도는 임플란트 치

업화법이다. 최근에는 ‘치아보험은 치료할 치아를 전체적으

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만원의 고액

로 치료한 다음 해약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이다.’는 설명이

보장을 권유하여 필요한 수준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보장분석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치아치료개수 무제한이 도

한다면 고객은 적절한 보험료 수준으로 생애과정에서 예방

입된 이후에 이러한 영업화법이 시작된 듯 하다.

치료부터 주요재건치료까지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구강

하지만 치아보험이 고객에게 전하고자하는 기본적 가치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치아보험의 고객가치보다는

이러한 영업화법과는 크게 다르다.

치료할 치아가 생겼을 때 가입하고 치료 후 해약하는 수단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건강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신

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구강건강이 치

치아보험에 대한 이러한 고객가치에 대한의 인식변화를 과연 누

5） 전성기 (2020 9월호), 라이나전성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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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3) 의료기술과 이용행태의 변화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시점의 보장기준을 10년이상 장기적
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환자의 요양병원입원, 치매 국가

4. 건강보험 개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사업을 통한 경증치매 인식변화, 질병진단기술의 변화 등 보
험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례를 보험업계가 경험하고

1) 위험률 통계의 기간조정 및 트렌드

있다. 보험의 장기보장성격을 고려하여 미래 의료기술변화에

위험율 하락 트렌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상승

대한 보험가격 적정성, 보험약관의 보장내용 등 보다 전문적

트렌드만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험계리사외에 의료전문가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국내 도입경험이 없는 혁신상품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이라도 예외를 두어 개발이익에 대한 보호와 위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급부경쟁보다는 혁신상품개발을 보다 장려할

4) 3이원 보험료 책정방식의 탈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앞서 한국보험업계는 현금흐름을
통한 가격책정방식 (Cash Flow Pricing)을 도입한 바 있다. 하

2) 보험급부에 따른 소비자행동변화의 예측

지만 제도도입 이후, 보험료 분석보고서를 통한 수익성 분석

보험상품 디자인과 급부수준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었을 뿐 각종 규제나 회사의 손익관리,

급부설계와 보험가격책정 양쪽에 모두 신중히 고려하여야

준비금제도 등은 아직도 과거 3이원 보험료 책정방식에 머

한다. 자기계약이익의 발생여부, 보험보장여부에 따른 치료

물러 있다. 보험가격의 산정기준을 현금흐름 산출의 기본인

방법의 선택 등은 현행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에서도 많은

최적가정을 기준으로 보기보다 시산보험료 산출을 위한 3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원 기초율을 기준으로 보는 시각은 IFRS17을 앞둔 현시점에

생명보험

25

서 건강보험의 적정가격, 적정 보험료 적립금을 산정하기 위

IFRS17 도입으로 부채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본확충을 하

해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들
은 상품포트폴리오상으로 위험보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

5) 신규담보에 대한 재보험의 역할

지 않아서인지 경험이 불충분한 건강보험의 손해율상승과

다양한 해외통계자료와 언더라이팅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이로 인한 부채변동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는 관대한 접근을

최근 간편심사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개발에 재보험사의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역할이 커지고 있다. 신상품의 빠른 도입과 불확실한 신상품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고심을 하고 있다. 갱

리스크관리를 위해 재보험은 중요하게 고려할 제도이다. 다

신형상품의 경우 가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Mis-pricing

만 원보험사의 시장경쟁만큼이나 재보험시장의 경쟁도 치열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생각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해지고 있어 건강보험의 급부경쟁이 재보험으로 인해 더욱

손해율의 손익민감도가 높은 건강보험을 공격적인 가격과

과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공동

인수한도를 적용하여 판매한 결과로 인해 2023년 IFRS17 도

의 과제인 듯하다.

입 이후 매 회계년도 결산을 위해 최적가정을 변경할 때마
다 손익하락으로 인해 업계는 현재의 이차 역마진과는 또

결국 보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위에 열거한 기술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적인 고려사항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에 가장 충실한 방법, 즉

불투명한 보험산업전망 하에서 보장성보험 확대전략에 따라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새로운 보험상품과 서비스로

건강보험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보험산업의 필수적인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를 위해서 보험시장의 경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쟁자를 들여다보는 노력을 조금 줄이고, 소비자의 삶의 모습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급속도로

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객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본에 충
실한 보험상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험업계 스스로의 재무

5. 마무리하며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혁신적 상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회사의 시도를 보

보험산업성장기에 확정형 고금리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

호하고 장려하는 감독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보험산업이

하였던 보험회사들이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과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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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보는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

장동한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보험학회 회장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다. 2014

문성을 아우르는 융합의 시너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경을

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현직 대통령

넘어 확산되는 팬데믹 전염병의 경우는 국제적 협력까지도

탄핵과 북핵 위기 등이 지난 십여 년 우리 사회의 주요 재난

필요하다.

이고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Pandemic) 코로나바이러스 전

이번의 위중한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각종 재난을 상

염병 사태도 심각한 재난이다.

시적으로 연구하고 비상시에 전방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

재난이란 피해가 실로 막심하고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며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도모하는 범사회

장기적이어서 한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사

적 리스크 관리기구의 결성을 촉구한다.

고를 말한다. 그만큼 재난은 특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재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다음 요인들이 중요하

1. 전염병 대상 재난 리스크 관리의
이론과 실제

다. 특정 재난에 한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재난사고에 따
른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 재난사고 자체의 발생빈도와 강

재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 재난에 따른 시민의 공포감 등 사회 패닉 정도, 재난피해

UNISDR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은

의 장기성 등이다.

재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전염병을 예로 하여 재난 리스크의
각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 본다. 사실

“인적·물적·경제적·환경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한

팬데믹 전염병과 같은 치명적인 재난엔 통합 리스크 관리가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 사회가 감당할 만한 가용자원의 수

필요하다. 환경, 사회, 경제, 정치, 과학, 의학 제 분야의 전

준을 넘어선 경우) 심각한 사고.

1） Global Reinsurance : strengthening disaster risk resilience, Global Reins Foru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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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Reins Forum(2014)

A serious disruption of the functioning of a community
or a society involving widespread human, material,
economic or environmental losses and impacts, which
exceeds the ability of the affected community or society

Vulnerability

to cope using its own resources.”
Hazard

그림 1.에서 보듯 재난 리스크는 Hazard (사고발생 가능성),

Disaster Risk

Exposure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과 자산), Vulnerability (사회
가 그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 세 요소의 결합물이다. 이러한

재난의 파괴력은 사고발생 즉시 입게 되는 인적손실이나 물
적피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난에 따른 실제
Exposure

피해는 질병확산, 정신적 트라우마,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의 중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파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재난은 통상 대형사고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대형 (Extremely

그림 1. 재난 리스크의 속성

Large Scale)’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Swiss Re는 다음과 같은 피해 기준을 가지고 재난을 분류하
고 있다.

2)

•부보 손실 (Insured Losses in U$ million, 2013년 기준) 기준

리나라의 경우 서해훼리호 침몰 (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3년), 태풍 매미(2003년),

태안 기름유출(2007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4년), 메르스 사

- 해상사고 손실 19.3 U$ million 이상

태 (2015년) 등이 이에 포함되겠다.

- 항공사고 손실 38.6 U$ million

재난 리스크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 기타 손실 4.8 U$ million

일본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총 경제적 손실 (Total Economic Losses in U$ million, 2013년

Institute, Kyoto University) 소장을 역임했던 K. Takara 교수의

기준) 기준

분석 3) 에 따르면 재난 리스크는 재난에 대한 한 사회의 취약

- 96 U$ million 이상

성, 재난에 노출된 인적·물적 위험, 재난사고 (발생빈도x강도)

•인적 손실 (Casualties) 기준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

- 사망 및 행방불명 20명 이상
- 부상 50명 이상

DR = V x E x H

- Homeless 2,000명 이상

여기서

DR = Disaster Risk 재난 리스크
V = Vulnerability 재난에 대한 취약성

위의 기준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성격의 ‘심각한’ 재난이

E = Exposure 재난에 노출된 인적·물적위험 ($)

라 함은 인명 기준 20명 이상의 사망, 또는 경제적 손실 기

H = Hazard 재난사고(발생빈도 x 강도)

준 1,000억 원 이상의 대형사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우

필자는 이번의 코로나 전염병사태를 겪으면서 재난의 파괴

2） Swiss Re, Sigma No.1/2014.
3） Takara, 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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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Vulnerability 재난에 대한 취약성

Hazard

Living land

E = Exposure 재난에 노출된 인적·물적위험 ($)
H = Hazard 재난사고 (발생빈도 x 강도)
α = 사회패닉정도 (0 < α < 1)

Exposure
(people,
proporty)

β = 장기성 (0 < β < 1)
Vulnerable Place

즉, 재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엔 다음 요인들이
중요하다. 특정재난에 한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재난사고
에 따른 인적·물적피해 가능성, 재난사고 자체의 발생빈도

Safer place

와 강도, 재난에 따른 시민의 심리적 불안 등 사회 패닉정도,

A conceptual explanation about disaster risk, hazard,
exposure, and vulnerability
Source: K. Takara

그림 2. 재난 리스크

재난피해의 장기성이다.
팬데믹 전염병을 예로 재난 리스크의 각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관리를 생각해보자. 우선 팬데믹 (Pandemic) 전염
병 취약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력이 시민의 패닉정도 및 피해의 장기 가능성에도 크게 영

- 주거환경 개선

향을 받게 됨을 확인했는바, 이를 상기 재난 리스크식에 다

- 위생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강화

음과 같이 반영해 본다.

- 가축위생관리 철저
- 시장 등 대중 군집공간방역 철저

DR = (V x E x H) x (1+α) x (1+β)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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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Disaster Risk 재난 리스크

- 교통수단발달로 단기간 내 전염병의 전세계 전파가 가능
하니 역, 공항 등의 방역 및 검역철저

다음으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인적·물적 손실리스크

- 국제공조

는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
- 대도시 인구분산정책 마련

사실 팬데믹 전염병과 같은 치명적인 재난엔 통합리스크관

- 소비감소, 생산감소 등 경제적 피해경감대책 마련

리가 필요하다. 환경, 사회, 경제, 정치, 과학, 의학 제 분야의

- 지역경제 피해경감대책 마련

전문성을 아우르는 융합의 시너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경

- 가짜뉴스 등 사회적 패닉최소화 대책마련

을 넘어 확산되는 팬데믹 전염병의 경우는 국제적 협력까지

- 지역간 갈등 최소화정책 마련

도 필요한데 재난대비 통합리스크관리에 대해 자세히 분석

- 국가간 갈등 최소화정책 마련

해보자.

전염병리스크 자체의 사고발생빈도 및 강도관리는?
- 위생

2. 재난대비 통합리스크관리

- 방역
- 검역

2.1 재난대비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 위기대처

재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합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분석

- 격리치료

해 본다. 우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재난예방

- 바이러스 변이성 위험관리

사업, 재난위험성 경감을 통해 재난취약성을 감소시키자. 이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과 정보교환

를 위해서는 방재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방재관련분야

- 제도·정책·행정·관민협동을 아우르는 리스크 거버넌스

의 지속적인 연구와 방재관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무

구축

엇보다 리스크관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우리사회에 리스크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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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ERM 프로세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정
부의 ERM 표준은 ① 리스크관리 목적과 제약조건 확인, ②
리스크평가, ③ 리스크관리방법 모색 및 비교, ④ 리스크관
재난 예방

재난 복구
재난대비
통합 리스크
관리

위기관리급
사후 대처

리방안 결정, ⑤ 실행 및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순환적 동적 (Dynamic)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이다.

2.2 재난대비 리스크 거버넌스 개혁
우리가 당면하는 리스크들이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우리사회
는 리스크에 점점 취약해졌다. 대형 재난의 경우가 더욱 그
러한데 경제발전, 인구증가, 도시화, 특정지역에의 자산집

그림 3. 재난대비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중, 기후변화 등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 5)

관리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리스크 회복력을 제고

재난발생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후대처를 위해 위기관

해야 하며 체계적인 재난 리스크관리가 필수이다. 또한 통합

리급의 대응이 필요한데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형 리스크관리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보

해서는 평상시에 지속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재

다 잘 관리할 수 있다. 초기에 사회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를

난에는 국경이 없는바 대형 재난의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

미리 파악한 후 관리대상 리스크순서를 정해놓고 예방, 손실

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감소, 리스크 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방법들을 활용하여 리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와 효과적인 보상을 위해 보험

스크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다. 통합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비즈니스 등 리스크관리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부각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리스크들 (경제 및 금융리스크 뿐

민관파트너십강화, ART상품개발 및 시장육성, 재난 리스크

아니라 환경적·사회적·정치적 리스크까지) 이 복잡하고 다양하

관리의 진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또한 중요하다.

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사회전반에

당국은 대형 재난사고가 정적 (Static) 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큰 도전이 되는데 폭풍우, 홍수, 가뭄 등이 심각한 농작물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ERM의 도입을 통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재난 리스크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은

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동적 (Dynamic) 리스크관리체계를 수

비록 활용자원이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정부가 안전조치

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를 위한 ERM의

및 예방에 철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막상 재난이 발

도입과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4)

생되면 긴급조치 및 보상에 따른 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공
히 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국가 ERM 표준제정

일반적으로 통합리스크관리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친다.

•ERM 표준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

① 리스크 파악 (Identification)

안모색

② 리스크 분석 (Assessment)

•ERM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전문가파견 등을 통해 하위기관,

③ 리스크 경감 (Mitigation)

지자체, 민간에 동적 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지원

④ 리스크 대처 (Adaptation)

4） 최창희,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5.
5） Country Risk Management, Swiss R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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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든 분야의 리스크 및 잠재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결합되어 피해가 커지는 소위 복합성 재난이 일반화되고 있

리스크 환경변화를 상시 점검하여 경각심을 조성한다. 다음

는데 그에 따른 인적손실,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지

으로, 손실발생빈도 및 손실크기를 계량화하고, 리스크간의

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재난 리스크는 불확실성,

상관정도를 평가한다. 리스크경감은 리스크회피 및 예방을

상호작용성, 복잡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재난 리스크에

말하는데 리스크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대한 관리도 다양한 수단들을 결합하는 총체적인 리스크 거

없겠다. ‘리스크예방에 $1를 쓸 때 평균적으로 잠재손실의

버넌스 (Risk Governance)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리스크 거

$4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6)

버넌스란 리스크관리에 관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의미하는데

리스크예방 등의 리스크 경감노력과 더불어 사고에 따른 경

정부구조, 정부 및 비정부 실체와의 협력, 각종 정책을 포함

제적 손실의 경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후변화리스크의

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보자. 기후변화리스크에 대한 대처 (Adaptation) 방

리스크 거버넌스의 향상은 구조적 측면, 과정적 측면, 정책

법에는 인프라개선 (예 : 폭풍우대비 빌딩강화, 가뭄대비 저수지

수단 측면을 망라하는 총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및 우물정비), 손실경감을 위한 기술적 대처, 리스크관리문화

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성 캠페인 등 사회활동 이니셔티브, 보험과 재보험 등의

기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언론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리스크 전가수단 연구개발이 포함된다. 테러와 같은 재난 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해 리스크분석과 평

스크는 민영보험의 차원에서 부보하기가 어려운 바 최근 들

가, 학습과 모니터링기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과정적 측

어 정부와 민간보험의 합작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면에선 기술적 요인, 공개와 투명성 제고, 접근성과 참여 독

최근의 재난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려, 협력과 소통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정책수단 측면에선

6） 2005 US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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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에 힘쓰면서 민간협력을 활용하는 등의 비용효율적
인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통

안전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와 더불어 안전 관련 교육이나

경제적
재난

홍보 등 비규제적 수단까지를 포함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
다. 리스크 거버넌스는 리스크관리 실행에 있어 누가 해당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누가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명

과학기술적
대한민국
재난
리스크관리
위원회

확히 함으로써 리스크관리에 있어 각자의 임무와 책임을 확
실히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사고발생 시
에 손실을 입게 되는데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난 리스

합

리

사회적
재난

크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 중심에 있다. 정부는 해당 리스크

지정학적
재난

스

에 있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해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각 행정부서와 산하기관이

환경적
재난
리

관
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초기단계에 있어 리스크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그림 4. 재난대비 통합리스크 거버넌스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되는지, 또 여러
분야에서 관련 리스크 관리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정·관리할 책임은 국가 CRO (Chief

•사회 전체에 또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대 리스크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Risk Officer)에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리스크 관리대책 및 재난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사정기능이 필요한데

•재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모든 리스크관리대책과 결정을 독립적

•국제적인 재난 리스크관리에 있어 외국 관련기관과 공조

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게 된다. 이처럼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국가 CRO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

2.3 리스크관리 문화 조성 및 리스크관리 교육

CRO의 역할은 사회 전반의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대한민국에 리스크관리 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선 우선 리스

책임을 지며, 사고 전의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실시와 사고

크관리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

리스크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

와 같은 통합형 리스크 관리의 실행에 있어 전체과정을 일

본다. 우선,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꿀 필요

관성 있게 컨트롤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

가 있는데 그 방안을 리스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중

는 것이 바로 국가 CRO의 임무라 할 수 있다.

심으로 정리해 본다.

•해당 리스크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파악

•리스크는 부정적인 면만 내포하는 위험과는 다르다. 리스

하고
•손실발생빈도 및 손실크기를 분석하여 사회리스크맵 (Risk
map)을 작성하고

•리스크관리 수행에 있어 행정부서, 국회, 국민, 외국과 소
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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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적절히 관리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리스크는 불가피한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이다.
•리스크관리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행

위이다. 즉, 리스크관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필요성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다.

한 교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주체로서

•보험만이 유일한 리스크관리 수단이 아니다.

개인, 가정, 비즈니스, 국가가 공히 안정 속의 성장이라고 하

•리스크관리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해주는 것도

는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속가능성장의 핵심전략이

아니다. 즉, 리스크관리는 내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리스크관리임을 확실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리스크관리를 생활화하자.

재난 리스크관리와 관련해서는 재난관련 정보의 공유, 안전
과 안정제고를 위한 리스크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에 힘

다음으로, 리스크관리 관련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써야 하겠다.

필요하다. 통합 리스크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
해선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재난관련 주요 정보의 수집, 정보접근 훈련

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리스크관리 비즈니스의

•재난 리스크관리 관련 교육자료 준비 및 학교 교육 실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합리스크평가 및 비용-편익 분석 연구방법 개발

또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재난 리스크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인 국민인식

효과적인 방안이 될 리스크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캠페인

자 한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려서부터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2.4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

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의

이 사회의 리스크 관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리스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크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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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리스크의 중대성을 전 국민이 이해, 재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이해하고 적극 협력
2. 정부주도 하에 재난대비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관리 실행,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3. 재난대비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
대한민국 리스크관리위원회 설립과 국가 CRO 임명
4. 리스크관리문화 조성,
리스크관리 교육 및 훈련 실시
5. 재난에는 국경이 없는바
재난대비 국제적 공조시스템 구축

우선 환경, 경제, 사회, 정치,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 시민,
행정조직으로 구성된 가칭 대한민국 리스크관리포럼 (Korea
Risk Mgt. Forum)을 시작해보자.

리스크관리포럼은 평소에 재난관련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
하다가 비상사태의 발생시 관련 재난전문가들로 TF를 구성
하여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
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가칭 대
한민국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CRO를 임명한
다. 이 조직의 임무는 1) 재난 리스크관리로서 상기 대한민
국 리스크관리포럼을 측면 지원하며, 2) 미래전략 리스크연

3. 제언

구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도모하게 되는
데 싱가폴의 RAHS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가

이번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각종 재난을 상시적

벤치마킹대상이 될 것이다.  

으로 연구하고 비상시에 전방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이상과 같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을 제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도모하는 범사회적 리

로 관리하여 안전한 나라, 안정된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스크관리기구의 결성을 촉구한다.

평안한 생활을 도모함에 다같이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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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기업휴지손해보험

이재명

상무

인코크손해사정

1. 들어가며

이 발생하게 된다. 재물보험을 부보한 경우 재물손해를 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 10개

휴지손해보험이 없다면 재물손해 복구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 동안 전세계로 퍼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봉쇄조치

지출되는 비용 (고정비)은 보유현금 또는 외부자금을 조달하

로 인해 소상공인 및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바

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 (부채비율 등)가 악화될 수

이러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해

밖에 없다.

해외 원재료 공급처 또는 수요처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에

기업휴지손해보험의 목적은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에도 불

따른 공급망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직장

구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사고가 없었을 때와 유사하게 (또

1)

내 또는 건물내 감염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폐쇄

는 동일하게) 유지시키는데 있다.

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의 손해를 입고 있다.

기업휴지보험은 담보방식과 판매방식에 있어 크게 영국식과

기업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미국식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판매되는 기업휴지손해보험은

경제적 부담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부보하고 있으며, 재산

총이익 (Gross Profit)을 담보하는 영국식 담보방식을 재물보험

손해는 재물보험으로, 영업손실은 기업휴지손해보험으로 보

에 첨부하는 미국식 판매형식을 취하고 있다.

장받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의한 영업손해가 기업휴지손해
보험에서 담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담보요건
다음은 전형적인 기업휴지손해보험의 담보조항이다.2)

2. 기업휴지손해보험

“보험기간 중에 이 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영
위하는 사업이 이 보험의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 또는

기업의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

<제2부문 기계위험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

게 되면 재물손해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실

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 (이하 「기업휴지손해」라 합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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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문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익 손해와 2) 매출감소방지를 위한 증가된 비용 (특별비용)

기업휴지손해란 매출감소 내지는 영업비용의 증가를 의미한

을 지급하고 3) 사고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비용은 공제 (차

다. 휴지손해담보는 1) 재물보험에서 담보하는 손인에 의한

감)한다.

재물손해 2) 사업의 중단 3) 휴지손해발생 등의 3가지 요건

다음은 재산종합보험의 제3부문의 보상기준이다.4)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 요건 중 재물보험의 한 부문

“이 증권 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

으로 판매되는 휴지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재물보험에서 담

이익의 상실액과 특별비용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3)

보하는 재물손해발생을 전제하고 있다.   

① 매출액의 감소에 대하여: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동안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은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무

의 매출액이 표준매출액에 미달된 매출감소액에 총이익

손해사고 (Non-Damage Event) 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 또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는 기계장치 등이 COVID-19에 오염된 경우 오염제거기간

② 특별비용에 대하여: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의 휴지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가인데 전위험 담보조건의 재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다만 이러한 비

물보험에서도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재물손해에 기인하지 않

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보상기간 동안에 사고로

은 오염손해는 담보하지 않으므로 COVID-19에 의한 오염

인한 매출액의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은 담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비용은 방지 또는 경감된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총이익에 포함된 비용으로서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됨으

4. 보상하는 손해

로써 보상기간 중에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되어 절약된
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휴지손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는 1) 매출액 감소에 따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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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약관의 총이익은 회계용어가 아닌 보험약관상 특

별히 정의된 용어이며, 회계용어로는 한계이익과 유사한 개

장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어 발생하는 실제 손실과 추가비용

념이다.5)

을 보상합니다. 단, 해당 명령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또는 그

휴지손해의 발생원인은 자연재해, 화재·폭발, 전기·기계적

로부터 000m 이내에서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유형의 물리

사고와 같은 피보험자 내부적 원인과 유틸리티 공급중단, 공

적 손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합니다.”  

급망 (수요자 및 공급자)의 문제, 공권력에 의한 소개명령 또는

“본 보험은 담보하는 위험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관계당국의

사업장인근 사고와 같은 외부적 원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명령에 의해 피보험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접근금지하는

내부적 원인은 휴지손해보험 보통약관으로 담보하며 외부적

기간의 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6)

요인의 경우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상기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또는 인근에서의 재물손해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당국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와 이에 따른 정부의 명령으로 사업장으로 진·출입이 불가

손해 또는 공급망의 문제로 인한 손해와 관련된 휴지손해보

능한 경우에 적용되며 담보요건은 1) 재물보험에서 담보되

험 특별약관과 동 약관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는 손인에 의한 재물손해발생 2) 정부기관의 명령 3) 사업장
진·출입불가 4) 사업중단과 휴지손해의 발생이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미국 뉴올리언스의 상공

5. 정부기관에 의한 중단 담보조항

7)

인의 피해가 정부기관에 의한 중단 담보조항에 따른 보상사
례에 해당한다.

휴지손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중단위험을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플로리다주 나

담보하는 조항은 보험약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다음

소군 동쪽 약 280㎞의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했다. 플로리

은 일반적인 약관의 예이다.

다를 가로질러 남서쪽으로 움직여 멕시코만으로 빠져나온

“본 보험은 보상기간 동안 당국의 명령으로 피보험자 사업

후 2005년 8월 29일 시속 225㎞의 강풍을 동반한 3등급 허

마켓 &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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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이동경로

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 버라스-트라이엄프 육지에 2차 상

번 소개령을 지시하였다. 상공인들은 9월 29일부터 일부 지

륙했다. 이후 미국 동부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11시, 캐나다

역에 진입이 허가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모든 지역의 진입

8)

와의 국경에서 소멸하였다.

이 시작되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미국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던 시점 및 피해발생시점에

뉴올리언스이다. 8월 30일 허리케인으로 인해 폰차트레인호

정부는 소개령을 내렸고, 상공인들은 사업장 진·출입이 불

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이 도시 대부분의 지역에 물난리가 났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휴지손해를 입었으나 정부기관에 의

다. 뉴올리언스는 지역의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

한 중단담보조항을 부보한 상공인들은 특약에 따른 보상을

아 그 당시 들어온 물이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있는 상

받을 수 있었다.9)

황이 되었다

직장 또는 건물내에서 COVID - 19 감염자가 발생하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접근함에 따라 2005년 8월 26일 루이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애나 주지사가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8월 27일 부

사업장을 폐쇄조치하여 사업장 진·출입불가로 휴업손해가

시 미국대통령이 루이지애나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발생한 경우의 보험담보여부를 살펴보면 COVID-19로 인한

같은 날 뉴올리언스 시장이 뉴올리언스 거주자에게 자발적

봉쇄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의한 손해는 정부기관의 명령으

인 소개령을 발령하였다. 8월 31일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뉴

로 사업장 진·출입불가라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재물보험에

올리언스의 모든 거주자에게 의무소개령을 발령하였으며, 9

서 담보하는 손인에 의한 재물손해가 없다.

월 5일 뉴올리언스 시장이 강제소개령을 발령하며 9월 17일

따라서 COVID-19로 인한 폐쇄명령에 따른 휴업손해는 정

까지 귀가를 불허하였다. 9월 20일 허리케인 리타가 예상되

부기관에 의한 중단조항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자 뉴올리언스 시장은 그때 귀가한 일부 시민에게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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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Already Flooded

Timeline of Flooding at Industrial Estates

On Red Alert

AYUTTHAYA
1. Saha Rattana Nakorn
2. Rojana
3. Hi-Tech
4. Bang Pa-in
5. Factoryland

Oct 5
Oct 8
Oct 13
Oct 15
Oct 16

A

B

PATHUM THANI
6. Nava Nakorn
7. Bangkadi

Oct 18
Oct 20

C

BANGKOK
8. Bangchan (Minburi, Bangkok)
9. Ladkrabang (Bangkok)

D

SAMUT PRAKAN
10. Bang Phil (Samut Prakan)
11. Bangpoo (Samut Prakan)
Source: Department of Labour Protection and Welfare,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그림 2. 일자별 홍수현황

6. 간접휴지손해 담보조항

본 증권의 담보지역 내의 여하한 장소의 직접수요자 또는
직접공급자”

공급망이 세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

상기 조항을 살펴보면 담보조건은 1)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는 간접휴지손해 담보조항은 피보험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재산에 담보 손인에 의한 재물손해 2) 사업의 중단 또는 중

위해 의존하고 있는 자 (공급자 또는 수요자)에게 생긴 재물손

지 3) 휴지손해의 발생이다. 다만 수요자 및 공급자는 증권

해로 인한 휴지손해를 담보하는 조항이다.

상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거나 직접수요자 또는 직접공급자

10)

다음은 간접휴지보험약관의 예이다.

로 한정하고 있다. 11)

“이 증권상의 제반 조건에 따라 하기의 소재지에서 또는 하

태국 홍수로 인한 차량부품 공급중단과 전자부품 공급중단

기의 재물에 이 증권하의 보상범위에 속하는 손해의 결과로

으로 생긴 관련업계의 피해가 간접휴지손해에 해당한다.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이 부문 명세서 총이익 손해와

2011년 태국은 6월부터 남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특별비용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

시작하여 6월 중순 열대 저압부 ‘하이마’의 영향으로 강수량

서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합

이 증가하였고, 7월 열대 저압부 ‘녹텐’의 영향으로 강우가

니다.”

지속되며 북부지역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8월~9월에

“본 보험은 보상기간 내 발생하는 실제 손실과 추가비용을

는 남부 및 중부지방이 침수되었으며 10월부터는 방콕 인근

보상합니다.

지역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홍수는 지역에 따라 2012년 1

① 담보하는 손인에 의한 물리적인 손해의 직접적인 결과,

월 초까지 지속되었으며 태국 전역의 주요 공단에 침수피해

그리고
② 부보하는 유형의 재산

가 발생하였다.
침수된 아유타야 외 7개공단의 881개 공장 중 25~30%가

마켓 &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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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자나지역의 홍수피해모습

자동차·부품제조시설로서 태국내 자동차부품 생산차질로

에 따른 재고를 조정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며 손해가 발생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제조업체는 일본, 북미, 인도네시아 등

하였다.

12)

의 자동차생산이 감축되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자에 의한 영향으로, 한국타이어는 수요

세계 1위 하드디스크 제조사인 Western Digital은 전체 하드

자측 영향으로 각각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공급

디스크 중 60%를 태국에서 생산하나 생산설비침수로 가동

자 또는 수요자측의 원인으로 인한 휴지손해는 간접휴지손

이 중단되었고, 세계 2위 업체인 Seagate도 홍수의 영향으

해의 검토대상이다.

로 하드디스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하드디

COVID-19로 인한 공급자 및 수요자측의 영향으로 현대자

스크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PC 생산업체에 영향을

동차 및 한국타이어는 생산이 중단되며 휴지손해를 입었지

주었다.13)

만 공급자 및 수요자의 재산에 재물보험에서 담보하는 손인

자동차 완성차제조사 및 PC제조사의 손해가 간접휴지손해

에 의한 재물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간접휴지손해의 담보요

담보조항의 검토대상이 된다.

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VID-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원자재
공급차질 내지는 고객사의 가동중단으로 휴업손해가 발생
하였다. 현대자동차 (주)의 경우14) COVID-19 감염증 확산방
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춘절연휴기간 연장으로 생산부품 수

7. 전염성 질병 (Infectious disease) 담보
조항

급차질로 인해 울산, 아산 및 전주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며
손해가 발생되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주)의 경우15)

바이러스나 질병은 특별히 추가위험을 부보하지 않은 한 휴

COVID-19에 따른 국내외 완성차업체 휴무 및 판매상황변화

지손해보험의 담보위험이 아니다. 다음은 전염병에 의한 휴

44

지손해를 담보하는 약관의 일부분이다. 16)

Ltd.의 SARS 관련사고가 있다. NWH (New World Harbourview

“이 부문은 다음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Hotel)은 “사업장으로부터 25mile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

사업의 휴지 또는 중단에 의한 손해를 확장 담보합니다.

간 공기전염성 또는 접촉전염성 질병에 의한 매출감소와 비

다음 사유에 의한 정부기관 권고 또는 명령에 따라 피보험

용증가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특별약관으로 부보하였다.

자 사업장 또는 인근의 다른 사업장의 부분 또는 전면적인

2003년 초에 광둥성에서 폐렴과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여

폐쇄 또는 소개명령

2003년 2월 11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홍콩당국은 병원당국

가) 사업장내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에 의해 나타나는 공기전

에 자발적인 보고를 요청하였다. 2003년 3월 27일 홍콩 정

염성 또는 접촉전염성 질병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00km

부는 법령에 따라 SARS를 신고해야 하는 질병으로 선언하

이내의 신고해야 하는 사람간 공기전염성 또는 접촉전

였고, 이에 홍콩의 모든 병원 및 의료진에게 SARS를 보고

염성 질병의 발생 ; 또는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SARS는 2003년 6월 23 일

나) 해충 또는 유해동물, 또는 사업장의 하수구 기타 위생설
비의 결함

에 끝났다고 선언되었다. NWH는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닫
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을 청구하였다. 홍콩대

보험가입자가 사업과정에서 사용한 재산의 손상으로 인한

법원은 홍콩정부가 SARS를 신고해야 하는 전염병으로 선언

손실로 간주됩니다.”

한 2003년 3월 27일 이후 NWH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상기 약관내용을 살펴보면 전염성 질병의 담보는 1) 사업장

고 판결하였다. 17)

또는 사업장 인근 00km에서 전염성 질병이 발생되고, 2) 정

중국 현지공장의 원재료 공급차질 또는 국내외 고객사의

부기관의 폐쇄권고 내지는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제한된 조

수요감소로 인해 국내업체가 생산 및 매출감소피해를 입

건에서 담보가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은 경우 약관상 담보요건인 사업장폐쇄에 해당하지 않아

전염병 담보사례로는 New World Harbourview Hotel Co.

상기 약관으로도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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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여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사업장

감소 및 비용증가손해)를 담보하도록 고안되었다고 한다.

이 폐쇄되어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될 수 있다.

전염병은 사람들의 활발한 이동으로 피해범위가 넓고 오래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전염병에 대한 담보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신종 전염병은 생명, 실손보험은 보험으로 보

8. 위기가 곧 기회다

상되지만 영업중단, 여행취소·중단, 행사취소 등에서는 많
은 부분 보장공백이 발생한다. 전염병 손해를 보장받고자 하

기업휴지손해보험 보통약관은 전염병에 의한 휴지손해가 담

는 소비자수요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감염병 위험평가모델

보되지 않으며 전염병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의 담보조건도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19) 자연재해의 정책보험제도 (풍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ISO는 COVID-19에 대응하

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와 같이 보험개발원의 위험평가모

18)

는 특별약관을 개발하였다.

약관은 재물에 직접적인 손실

이 없는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를 제한하거나 방지

델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상품
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검역 또는 폐쇄조치로 인한 손해 (매출

Note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1항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구로 코리아빌딩 등이 폐쇄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2058200004
2. 재산종합보험의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의 담보조항 참조. 재산종합보험은 기업의 제반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포
괄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1부문의 Scope of cover
If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the business carried on by the insured 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is
policy is interrupted or interfered with in consequence of an indemnifiable event under the Section I - All
Risks Cover of this policy, then the Company will indemnify the Insured for the amount of the loss resulting
from such interruption or inter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3. 재물손해약관과

불리하여 판매되는 영국식 증권에서도 재물손해담보조건 (Material Damage Provision)을 첨부하여 규정
된 재물손해에 의한 휴지손해만을 담보한다.
4. 재산종합보험 Section III의 Memo 1–Basis of Indemnification 참조
The cover provided under this clause shall be limited to loss of gross profit due to reduction in turnover
and increase in cost of working and the amount payable as indemnity hereunder shall be
1) In respect of reduction in turnover: the sum produced by applying the rate of gross profit to the amount
by which the turnover during the indemnity period, in consequence of the accident, falls short of the
standard turnover.
2) In respect of increase in cost of working: the additional expenditure necessarily and reasonably incurred
for the sole purpose of avoiding or diminishing the reduction in turnover which but for that expenditure
would have taken place during the indemnity period in consequence of the accident, but not exceeding
the sum produced by applying the rate of gross profit to the amount of the reduction thereby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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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ss any sum saved during the indemnity period in respect of such of the charges and expenses of the
business payable out of the gross profit as may cease or be reduced in consequence of the interruption
or interference.
5. 재산종합보험 Section III의 Gross profit 및 Specified working expenses 용어정의 참조.

Gross
profit은 “The amount by which the sum of the value of the turnover and the value of the closing
stock exceed the sum of the value of the opening stock and the amount of the specified working
expenses.” 이며, Specified Working Expenses는 the variable expenses of the business로 정의되어 있다.
6. 사업장

내부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장내 재산손해로 나타나는 반면 사업장 외부요인은 사업장내 재산손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단, 외부 유틸리티공급의 문제로 사업장내에서 재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발생장소는 사업
장내 사고로 구분한다.
7. 약관에

따라 Denial of Access, Civil authority 또는 Interruption by civil authority라고도 하는데 재물손해의 결과로
관계기관의 접근금지 또는 소개명령으로 인한 휴지손해를 담보한다.
Interruption by Civil Authority: This Policy covers the Actual Loss Sustained and extra expense incurred by
the Insured during the period of liability if an order of civil authority prohibits access to the Insured Location
provided such order is the direct result of physical damage of the type insured against under this Policy at
the Insured Location or within 000 meters of it.
8. 허리케인 카트리나 “위키백과”
9. Civil Authority Order Provisions in BI Insurance Policies by Jennifer Cook.
10. 약관에

따라 Contingent BI (간접휴지손해) 또는 Suppliers and Customers Extension (공급자 및 수요자 확장담보)이라고도
한다. 소개된 약관은 재산종합보험의 Customers Extension 조항이다.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olicy loss as insured by item No. 1 and 2 of this section
resulting from interruption or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in consequence of damage (as within defined) at
the undernoted situations or to property undernoted shall be deemed to be loss resulting from damage to
property used by the Insured at the premises
상기 약관의 Item No.1은 총이익 손해이고, No. 2는 특별비용 손해이다.

This
Policy Covers the Actual Loss Sustained and EXTRA EXPENSE incurred by the Insured during the period
of liability:
1) Directly resulting from physical loss or damage of the type insured; and
2) To property of the type insured,
at any locations of direct suppliers or customers located within the territory of this Policy.
11. 명기하지

않는 경우 Direct supplier 또는 1st Tier supplier 등과 같이 기재하여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범위를 한정하
고 있다. 증권에 따라 간접공급자 (Indirect Supplier) 또는 간접수요자 (Indirect Customer)까지 확장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보상한도금액이 축소 적용된다.
12. 태국홍수사태의 발생과 영향 (Kotra Executive Brief 11-024, 2011. 11. 28)
13. 태국홍수사태의 발생과 영향 (Kotra Executive Brief 11-024, 2011. 11. 28)
14. 현대자동차/생산중단 관련 기업공시 (2020.2.7)
1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생산중단 기업공시 (2020.4.14)
16. INFECTIOUS DISEASE약관의 일부이며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is Section is extended to cover loss resulting from interruption of or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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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ndirectly arising from:
i. closure or evacuation of the whole or part of the Insured’s premises, or other premises in the vicinity of the
Insured’s premises, by order or on the recommendation of any government in any tier and consequent
upon:
a.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manifested by any person whilst at the premises, or an outbreak of a
notifiable human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within 5 Km of the premises; or
b. Vermin or pests or defects in the drains or other sanitary arrangements at the premises
   shall be deemed to be loss resulting from Damage to property used by the Insured in the course of
the business.
17. New

World Harbourview Hotel Co. Ltd, et al & Ors v ACE Insurance Ltd & Ors, FACV No.12 of 2011, [2012]
HKEC 264 https://www.clydeco.com / clyde / media/fileslibrary / Publications/2012/CLYDECO_Hong_Kong_
Insurance_Update_(Mar12).pdf
18. Limited Coverage for Certain Civil Authority Orders Relating to Coronavirus endorsement

Limited
Coverage for Certain Civil Authority Orders Relating to Coronavirus Including Orders Restricting Some
Modes of Public Transportation

https://www.irmi.com/articles/expert-commentary/coronavirus-COVID-19-business-income-losses-arethey-covered
19. 보험개발원 보도자료–전염병 위험평가모델 개발착수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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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

[최근 10년간 기술보험 사고분석]

[최근 10년간 기술보험 사고분석]
1. 발생손해액 분석
(1) 전체사고
(억원)
1,400

991

1,200
1,000

763
793

1,091
975

800

812

609
675
599

502

471
114

96

182

60

215

92

73

2011

1. [사고건수 추세]

2012

2013

73

2014

(건)
1,000
781

7,742
703

800

1,076

652
600

877
688

400

532
418

411

72

62

2010

776

622

593

400

0

789
652

600

200

원수손해액(CAR)       
원수손해액(EAR)       
사고건수(CAR)     
사고건수(EAR)     

89

75

297

89

200

80
118

2015

2016

2017

2018

2019

0

- CAR: 2010~2016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사고발생 증가
(전체 사고건수 중 11%, 최근 4년 278건, 10년 827건)

- EAR: 연도별 사고건수 증감이 적음(2010~2012년 제외)
2. [손해액 변동추이]

- CAR: 2010, 2012, 2014, 2016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손해액 증가
(4년 평균 428억, 69.3%, 10년 평균 247억, 34.9%)

- EAR: 100억 이상 초고액 사고에 의한 영향으로 2010, 2015, 2016, 2018년 손해액 증가
•2010년(1건): A사(115억)
•2015년(1건): B사(181억)
•2016년(1건): C사(319억)
•2018년(1건): D사(349억)
3. [최근 3개년 손해액 추이]

- CAR: 자연재해 발생 감소로 손해액 감소추세 이후 고액 화재사고로 손해액 증가추세 전환
- EAR: 2018년 고액사고로 일시적으로 증가 후 2019년 평균 이하로 감소

(2) 20억 이상 고액사고
(억원)
550
500
450
400

250
200
150

10
8

6

7

314

4
197

309

184

100

4
1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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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92

2013

23

144

2014

22

2015

526 438

5
319

1

132

6

4

3

3
94

50
0

10

7

350
300

(건)
12

원수손해액(CAR)       
원수손해액(EAR)       
사고건수(CAR)     
사고건수(EAR)     

1

6

4
206

196

4
2

2

1

2016

2017

2018

4

361

2019

0

1. [고액사고 발생요인]

- CAR: 2010~2012년 발생한 25건의 고액사고 중 자연재해에 기인한 사고 13건(52%)
2018 건축현장 화재로 100억 이상 초고액 사고 2건 발생(272억, 68%)
공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발생 시 고액사고 가능성 큼
- EAR: 상기 고액사고 24건 중 시운전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건수 11건(46%), 사고금액 927억(52%)

2. [100억 이상 초고액 사고]

- 100억 이상 초고액사고(6건) 발생(EAR 4건, CAR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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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종별 분석
CAR

EAR
2%

1%

2%
3%
8%

23%

26%

14%
13%

교량
도로
일반건축
철도
하천&관개시설
기타

24%
13%

전기업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석유화학업
항만시설업
상하수처리업
기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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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1억원 이상 사고 / 단위: 건,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평균

사고건수

10

3

6

2

1

1

2

4

3

7

39

4

사고금액

191

12

59

47

3

24

10

38

7

54

447

45

사고건수

3

0

0

3

1

1

3

1

1

0

13

1

사고금액

26

0

0

104

5

27

15

14

18

0

208

21

사고건수

3

0

2

2

2

7

7

4

3

4

34

2

사고금액

31

0

16

5

33

236

340

30

357

33

1,081

108

사고건수

4

2

1

1

0

0

1

3

2

2

16

2

사고금액

22

32

5

5

0

0

8

9

22

6

109

11

사고건수

20

5

9

8

4

9

13

12

9

13

102

10

사고금액

270

44

80

162

41

287

374

90

403

94

1,845

185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큼]

-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설비가 복잡함에 따라 사고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큼에 기인
•원자력발전: 39건(38%), 447억(24%)
•화력발전: 34건(33%), 1,081억(59%)

2. [파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장비 설치 중 물리적 손상사고가 65건(64%), 881억원(48%),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고가 14건(14%), 791억원(43%)

3. [2015~2016년 고액사고 다수 발생]

- 신규 대용량 화력발전소 건설에 기인함(11건, 563억원)

4. [발전소별 최대 손해액]

- 원자력발전: 2010년 펌프 파손사고(115억원)
- 복합화력발전: 2013년 가스터빈 파손사고(73억원)
- 화력발전: 2016년 탈황설비 화재사고(318억원)
- 열병합발전: 2018년 석탄공급설비 폭발사고(349억원)
- 기타발전: 2011년 풍력발전기 화재사고(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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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유형별 분석
CAR

EAR
5%
8%

19%
7%

14%

43%

물리적 손상
화재
폭발
자연재해
기타

27%

물리적 손상
자연재해
화재
기타

31%

46%

5. 자연재해 사고분석
자연재해 원인별 사고금액
CAR
연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평균

태풍

48

65

250

12

138

32

187

8

215

252

1,207

121

폭우

225

316

63

59

133

13

144

46

28

2

1,028

103

지진

0

0

0

0

0

0

0

25

0

0

26

3

강풍

0

0

0

0

0

0

4

0

2

6

11

1

해일

0

0

0

0

0

0

4

0

1

0

5

1

사태

1

2

0

0

0

0

0

0

0

0

4

0

설해

0

1

0

0

3

0

0

0

0

0

4

0

기타

0

0

0

0

0

0

0

0

1

18

19

2

합계

274

385

313

71

274

45

338

79

247

277

2,304

230

EAR
연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평균

태풍

6

0

23

4

0

0

0

0

2

55

90

9

폭우

16

0

22

0

0

0

0

4

24

5

72

7

냉해(동파)

3

0

0

0

0

12

11

2

4

0

32

3

강풍

3

13

0

0

0

0

0

0

0

0

16

2

설해

0

5

0

0

0

0

0

0

0

0

5

0

합계

29

18

45

4

0

12

11

6

31

59

214

21

1. [폭우 및 태풍이 다수 차지]

- CAR: 폭우(집중호우)와 태풍이 전체 자연재해 사고규모의 97%를 기록
- EAR: 2012년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최고치 기록(22억, 10%)

2. [자연재해로 인한 최대손실]

- CAR: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2011년 최고치 기록(511억, 21%)
- EAR: 2009년 강풍으로 인한 전복사고로 최고치 기록(189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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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절적요인 분석
기술보험
CAR
(억원)
3,000

원수손해액             자연재해              사고건수

908

2,500

754

2,000
1,500

615
448

0

541

611

735

1,304

800
671
593

555
895

424

922

543

600

913
400

1,000
500

(건)
1,000

770

555

397

421

12

8

19

13

1월

2월

3월

4월

368

447

129

5월

661
448

447

470

8월

9월

10월

37

6월

7월

566

455

49

12

11월

12월

200
0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연재해비율(%)

3%

2%

2%

4%

23%

8%

51%

50%

48%

52%

9%

3%

EAR
(억원)
600

(건)
90

원수손해액             자연재해              사고건수

78

76
500

76

64

64

400

78
69

68

66

50
43

40

259
200
100
0

150

62
80

4

17

1월

2월

3월

82

103

128
53

13

5

19

6

4월

5월

6월

7월

60
50

332

519

80
70

390

517

300

74

19

30

185

20
41

8월

9월

10월

20

16

11월

12월

10
0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연재해비율(%)

3%

27%

0%

5%

1%

24%

6%

10%

15%

22%

6%

4%

1. [하절기 사고금액 증가]

- CAR: 7~10월 사고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60% 차지함
- EAR: 하반기 손해액이 연간 손해액의 59% 차지함(자연재해의 경우 하반기 비중이 73%)
8~10월 사고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14% 차지함(전체 자연재해 사고비중 8%보다 높음)

2. [손해액 변동추이]

- CAR: 10월에 최고치 기록(태풍 손해액의 35%가 10월에 집중)
- EAR: 8월에 최고치 기록(집중호우로 인한 고액사고 2건(38억)에 기인)

3. [7~10월 자연재해 사고비율 증가]

- 여름철 집중호우(455건) 및 태풍(319건)에 기인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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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년~2019년 주요 고액사고

(단위: 억원)

No

종목

업종

사고
연도

사고
지역

사고내용

발생
손해액

1

EAR

전기업

2018

경기

발전소 시운전 중 석탄공급계통 내 폭발로 설비파손 및 상업운전
지연으로 인한 예정이익 손해발생

349

2

EAR

전기업

2016

충남

발전소 공사 중 탈황설비 흡수탑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318

3

CAR

업무용건물

2019

경기

신축공사현장 화재발생, 기시공된 건축, 설비, 전기시설물이
소손 및 오염

232

4

EAR

전기업

2015

충남

발전소 시운전 중 스팀터빈 내부 파손 후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181

5

CAR

일반건축업

2018

인천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172

6

EAR

전기업

2010

부산

발전소 시운전 중 냉각펌프 내 풀림방지 부품이 탈락으로 내부
부품 다수 파손

115

7

CAR

도로시설업

2010

경북

터널붕락

101

8

CAR

일반건축업

2018

경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101

9

EAR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2018

경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중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89

10

CAR

항만시설업

2012

부산

운반구 통행구간 포장도로 열화에 의한 침하 및 파손

87

11

CAR

일반건축업

2018

부산

태풍으로 인한 구조물 파손

80

12

EAR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2015

울산

선박 건조 중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74

13

CAR

수리구조물

2019

전남

가거도 태풍피해 복구공사

73

14

EAR

전기업

2013

충남

발전소 시운전 중 가스터빈 내 이물질 유입으로 압축기 등 파손

73

15

CAR

일반건축업

2012

서울

원인미상 화재발생하여 소손

72

16

CAR

하천정비업

2011

대구

하천상류 호우로 수위상승하여 가시설파손, 현장 적치자재 및 기
시공부 피해

68

17

CAR

항만시설업

2014

제주

태풍 내습으로 케이슨 및 방파제 구조물 파손

67

18

EAR

석유화학업

2017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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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19

EAR

항만시설업

2010

전남

골리앗 크레인 설치 중 전기합선 추정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

63

20

EAR

전기업

2017

경기

변압기 현장이동을 위해 인양 중 크레인 로프가 절단, 낙하하여
내부 파손

60

21

CAR

리조트업

2012

여수

태풍 내습으로 법면유실 및 수목전도, 토사유입 등 피해

55

22

CAR

철도시설업

2016

강릉

한파로 인한 지지구조물 이탈로 교량붕괴

51

23

CAR

항만시설업

2012

제주

태풍 내습으로 케이슨 및 방파제 구조물 파손

50

24

EAR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2010

충남

제철소 공사 중 냉각탑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43

25

EAR

석유화학업

2017

전남

가스화기 시운전 중 과열로 인한 설비 소손

4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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