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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제기

환경변화
•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의 진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확산과 함께

사이버(Cyber) 세계와 물리적(Physical) 세계가 결합 ⇢ 다양한 산업에서 사물인터넷 도입: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운영기술(Operational Technology)의 수렴

위험변화
•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물리적 피해(physical damage) 수반(예: 2014년 해커의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 ⇢ 전력중단) 

위험재무
• 사이버 사고가 물리적 피해를 수반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빠른 피해복구가 중요해짐 ⇢ 

피해복구 재원조달을 위한 위험재무(보험 등) 전략의 중요성 증대

이슈제기
• 보험제도의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시장현황

• 위험재무 전략 가운데 보험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사이버보험의 경우 여러 제약
요인에 의해 가입률 저조 ⇢ 보험회사의 경우 재앙적 수준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책정, 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보험제도의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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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현황

• 국내 사이버보험 정책은 제3자(third party) 피해 관련 의무화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 2015년 신용정보법, 그리고 2018년 정보통신망법에 의무화 조항 도입

2008.2.29 2008.6.13 2015.3.11 2018.6.12

신용정보법
(제43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전자금융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신용정보회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책이슈
• 향후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 어떤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 ⇢ 동시대

주요국의 사이버보험 정책 사례와 보다 긴 역사를 가진 자연재해보험 관련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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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사이버보험활성화전략

• 공급측면은 사이버 사고 데이터 집적 및 표준화, 그리고 수요측면 정책은 사이버위험 인식 제고 중심

− 아직까지는 의무보험이나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직간접적인 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 사례 부재

• 적극적인 정부 개입 관련 시도: 미국의 Data Breach Insurance Act 발의 & 영국의 Insurance Pool 논의

미국

유럽

일본

공급측면 수요측면

‣ 영리사업자인 NetDiligence, Advisen, Insurance 
Services Office 등에서 사이버 사고 관련 데이터 집적

‣ 유럽 보험협회 Insurance Europe: Template for Data 
Breach Notifications 마련

‣ 상공회의소를 통해 손해보험회사에 맞춤형 사이버보험
상품개발 의뢰 & 공동 구매

‣ 2016년 Data Breach Insurance Act 발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NIST의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시
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개별 국가의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회 등과 함께 홍보활동 전개

‣ 정부 및 공공사업의 발주 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중국 ‣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데이터 복구 서비스 기업과 제휴를
통해 기업성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

‣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기업과 제휴하여 온라인을 통해
가계성 사이버보험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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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U 사례

독일
‣ 2017년 3월, 독일 보험협회는 중소기업 관련 권고 약관(Non-binding Wording for Cyber Insurance) 마련

‣ 독일 보험협회 부속 표준화 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

영국
‣ 2016년 5월, 영국 보험협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보험 안내책자 발간

‣ 로이즈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고 시나리오 모델 개발

프랑스

‣ 2016년 10월, 프랑스 보험협회는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 관련 Think Tank인 “Le Club des Jurites” 설립

‣ 2017년 5월, 프랑스 보험협회는 중소기업에게 사이버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 배포

‣ 2017년 6월, 프랑스 보험협회 부속 표준화 기관인 CNPP는 보안표준인 APSAD D32 발표

네덜란드

‣ 2015년, 네덜란드 보험협회는 중소기업협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 인식 제고를 위한 로드쇼 추진

‣ 개인과 기업에 사이버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구축

‣ 네덜란드 보험협회 내에 보험회사를 위한 사이버 사고 대응 팀 조직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보험협회는 사이버보험 관련 권고 약관(Non-binding Model Conditions for Cyber Insurance) 마련

‣ 2017년, 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 인식 제고를 위해 로드쇼 기획

‣ 또한,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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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사례

민
간
차
원

공동가입

정
부
차
원 보안인증제도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은 중앙상공회의소, 지방상공회의소, 각 산업협회, 공제단체, 지역 공동체

등 자사가 소속된 단체를 통해 단체할인 혜택 하에 맞춤형 상품에 가입

• 정보처리추진기구(IPA)는 중소기업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 제정: 상세 정보공개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 사이버보험 할인 혜택 부여

가전회사와의 협력
•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택 근무 과정 중 발생한 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 ⇢ PC 판매 시에 부가상품으로 사이버보험 판매

보안업체와의 협력
• MS & AD는 미국의 Verizon Communications와 업무제휴

•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도 사이버리스크 모델링 전문회사인 미국의 Cyence와 업무제휴

기업공시제도
• 일본 총무성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통합보고서 또는 유가증권 보고서에 별첨으로 정보보안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권고

보안사업 진출
• 손보재팬은 고객에게 사이버보안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7년

1월부터 사이버 보안 사업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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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국사례

사이버
종합보험

귀신쟈닝과 협력

• 데이터 사이버보험: 데이터 복구 비용 보장

• 클라우드 사이버보험: 데이터 복구 및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보장

• 분쟁검증 사이버보험: 인터넷 거래 분쟁에 대한 검증 비용 보장

데이터
사이버보험

알리윈과 협력

• 기본약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업의 데이터 복구 및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보장

• 특별약관: 보안 취약점에 따른 손실 및 디도스 공격에 따른 손실 보장

클라우드
사이버보험

알리윈과 협력 • 알리윈의 설비 장애로 인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 보장

• 중안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협력

• 상품개발: 협력기업이 사이버보험 상품개발 및 요율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 고객관리: 사이버보험 가입자에게 사이버 사고 발생 전후에 부가서비스 제공

• 판매채널: 협력기업의 고객이 사이버보험의 잠재적인 가입자가 될 수 있어 고객 확보에 유리



10

4. 홍수보험사례분석

• 사이버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Data Breach Insurance Act가 발의되고, 영국에서는

Insurance Pool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논의들은 그 나라들의 홍수보험 정책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미국은 재보험풀 도입과 함께 Incentive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고, 영국은 재보험풀 도입

미국 홍수보험 정책사례 영국 홍수보험 정책사례

• 공적 홍수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달리 정부와

보험산업간 협상을 통해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공급

• 협상내용: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수위험 방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조건 하에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홍수보험 판매

• 최근(2016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보험풀인 Flood Re 탄생: 고위험 가구에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낮은 보험료로 홍수보험 공급

• 홍수보험시장에서 민영보험회사가 철수한 이후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 도입

•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

부과

•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Risk-based Premium 도입 논의

• 위험 기반 보험료 부과 시 예상되는 보험가입률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연구(12번 슬라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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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국의홍수보험정책사례

• 미국 홍수보험 관련 정책의 역사는 보험가입률 제고와 보험제도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책목표간

상충의 역사

− Dilemma: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하, but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필요

1895 1927 1968 1973 1994 2012 2014

‣ 민영보험회사가
홍수보험 판매

‣ 미시시피강 홍수 이후
민영보험회사의
홍수보험 판매 중지

‣ 1952년 트루먼, 
1955년 아이젠하워, 
민관협력 형태의
홍수보험 프로그램
제안

‣ 존슨 정부: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인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 도입

‣ NFIP의 특징: 보험풀, 정부가 대출기관 또는
재보험자로서의 기능 수행, 2가지 요율체계 사용

‣ 1969 Camille
‣ 1972 Agnes

‣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 홍수위험지역의 경우
조건부 의무화 도입

‣ 1993 미시시피강
대홍수

‣ 조건부 의무화 강화

‣ 2005 Katrina
‣ 2009 Ike
‣ 2011 Sandy

‣ Biggert-Waters Flood Insurance 
Reform Act (BW 2012)

‣ 요율체계 단일화: 위험 기반 보험료
부과

‣ 반대 저항

‣ Homeowner Flood 
Insurance 
Affordability Act

‣ 기득권 조항 부분적 부활
‣ 점진적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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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국의홍수보험정책사례

1 Mitigation Loan

2 Voucher

3 Tax Incentives

4
Disaster Savings  
Account

• 위험기반 요율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험 가입률 감소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의회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연구 의뢰

핵심특징
• 직접적인 보험료 감면이 아닌 간접적인 보험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위험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유도 ⇢ 사이버위험 감소 ⇢ 보험료 인하 ⇢ 사이버보험 수요 증가

• 홍수 대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 장기 저리 대출 ⇢ 홍수 대비 시설 투자 시 위험

감소로 보험료 인하 효과 발생

• 위험 기반 요율 적용 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 발급 ⇢ 바우처는

보험료 납부나 홍수 대비 시설 투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

• 개인 또는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소기업이 일정조건 (홍수보험 가입, 홍수 대비 시설 투자를 위한

지출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저축계좌 도입 ⇢ 재해저축계좌의 자금을 홍수보험의

자기부담금 이하의 비용 지출에 사용, 자기부담금 수준 인상을 통해 보험료 인하 효과 발생



13

4.2. 영국의홍수보험정책사례

•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률 제고와 보험제도의 건전성간 상충의 역사

• 그러나 미국과 다른 점은 홍수보험은 정부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생각 ⇢

민영보험회사 중심으로 보험 공급

1916 1961 2002 2016

홍수보험
판매시작

Gentleman’s
Agreement

Statement of
Principles(SoP)

Flood Re

‣ 1952년 Lynmouth 홍수, 1953년
East Coast 홍수 이후 국가 홍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

‣ 1950년대 후반 잉글랜드 서남부와
웨일즈 홍수 피해 이후 홍수보험제도
개선 필요성 다시 제기

‣ 하원의 요구에 의해 정부는 국가재해기금
조성 고려

‣ 기금 실행 가능성 검토를 위해 보험협회와
접촉: 기금 도입 대신 보험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보험 판매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 ⇢ 정부와 보험산업 협정 체결

‣ 보험산업의 협상력 증가: 적극적인
홍수보험 판매 대가로 홍수방지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요구 ⇢ 정부와 보험산업
협정 체결

‣ 3년 마다 재협상

‣ 민영보험회사들이 참여하는 재보험풀
‣ 목적: 고위험 가구에 홍수보험 공급
‣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낮은 보험료

책정
‣ 한계: 직접적인 보험료 인하 ⇢ 위험 완화

노력 유도 인센티브 제도 결여

‣ 1968년 홍수 피해로 국가재해기금
논의 다시 촉발: 보험산업 차원에서
홍보 강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 2000년 홍수 피해: 보험산업에 대한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

‣ 2013년 SoP 협정의 효력 만료
‣ 보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홍수보험

해결책에 대해 논의 ⇢ MOU on 
Flood Re (2013.6.)

‣ 2014 Water Act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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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Revisited

Issue

• 사이버보험의 경우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요인에 의해 가입률 저조 ⇢ 보험제도의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현황
• 현재는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가입률 제고 도모 ⇢ 제3자 피해보상 재원

마련에 초점

향후정책
•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 재보험풀이나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같은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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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계시장: 보험소비자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1. 이슈제기

2. 사이버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3. 사이버보험 상품판매 인지도

4. 사이버보험 수용도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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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제기

• 향후 가계성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 국내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 

기초적인 연구결과 조차도 부재

• 본 자료에서는 개인의 사이버위험 인식 및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수용도 조사 결과 소개: 사이버위험

가운데 사이버 금융범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조사

사고 동향 상품 현황

사이버
금융범죄

• 담보: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 금전손실,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 등

사이버
명예훼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험금 지급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단위: 건)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2015년
발생 14,686 15,043

검거 7,886 10,202

2016년
발생 6,721 14,908

검거 4,034 10,539

2017년
발생 6,066 13,348

검거 2,632 9,756
판매형태

• 대부분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 단독형의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설계사 채널을 통해
판매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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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위험에대한주관적인식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가능성

12.5%

29.6%

38.8%

16.8%

2.3%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주: 조사대상자 수는 2,440명
자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

14.7%

34.5%

38.1%

11.3%

1.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 사이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많음

- 사이버 금융범죄: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의 응답자 비중은 약 42.1%,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의 응답자 비중은 약 19.1%

- 사이버 명예훼손: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의 응답자 비중은 약 49.2%,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의 응답자 비중은 약 12.8%

주: 조사대상자 수는 2,440명
자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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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보험상품판매인지도

사이버 금융범죄

주: 현재사이버 금융범죄 관련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2,429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

• 조사 대상자 가운데 현재 사이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90% 이상이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 응답자의 약 8.4%만이 판매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보험상품: 응답자의 약 5.3%만이 판매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8.4%

91.6%

인지 모름

사이버 명예훼손

5.3%

94.7%

인지 모름

주: 현재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2,435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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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보험수용도

사이버 금융범죄

주: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 구입의향이 있는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

• 가계성 사이버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입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독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존재

-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용도: 응답자의 약 47.9%가 단독형 선호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용도: 응답자의 약 34.3%가 단독형 선호

사이버 명예훼손

주: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보험상품 구입의향이 있는 99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

47.9%

52.1%

단독형 특약형

34.3%

65.7%

단독형 특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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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판매전략 정책이슈

• 부가상품 형태로 사이버보험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는 등의

소비자보호 이슈 발생 가능

• 부가상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필요

• 단독형 가계성 사이버보험의 경우 주상품(primary 

products)의 부가상품(add on)으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판매전략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판매 시

사이버보험도 함께 판매

향후 연구과제

• IoT의 발전과 함께 예상되는 사이버 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사용 과정에서의 개인 건강정보 유출, 

스마트 홈(Smart Home) 관련된 사이버 사고

• 가계성 사이버보험 or 기업성 사이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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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공부문: 위험재무 전략을 중심으로

1. 이슈제기

2. 빅데이터 시대 정보보호 규제체계

3.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4. 위험재무 전략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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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제기

• 기업 이외의 대량의 데이터 보유주체: 공공부문 ⇢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정보유출 등 사이버위험의

중요성이 다른 위험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짐 ⇢ 공공부문을 별도 연구분야의 하나로 다룸

• 기존 선행연구 등에서는 공공부문의 위험재무 전략과 관련하여 의무보험 도입 주장 ⇢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다른 경제주체와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

전자금융업자
집적정보통신
시설사업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공부문

2008년 2008년 2015년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제기
•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화 도입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차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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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시대정보보호규제체계

• Center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s White Paper: Three Solutions for Protecting Privacy In a World of Big Data

• Paper1: The Role of Enhanced Accountability in Creating a Sustainable Data-Driven Economy and Information Society (2015)

• Paper2: The Role of Risk Management (2016)

• Paper3: Reinvigorating Privacy Principles (forthcoming) 

• 핵심원칙: 개인의 자기결정권 ⇢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한다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개인에게 부여

• 개인의 자기결정권 원칙이 실제적인

제도로 구현된 형태 ⇢ 통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 

• 암묵적인 규제목적: 위험 zero ⇢ 

정보활용에 소극적

현행 규제체계 빅데이터 시대 규제체계

• CIPL은빅데이터 시대정보보호

원칙으로 다음 3가지제시

• 첫째, 정보사용자의 책임강화

• 둘째, 일정수준의 위험은 수용하면서

위험관리 ⇢ 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위험재무(risk financing, 보험

등) 전략 중요

• 셋째, 개인정보의 정의등기존원칙의

재해석

• 현행 규제체계
하에서는 빅데이터의
혁신적인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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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개방정책

• 공공부문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혁신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간에 개방하자는 Open Government Data 운동이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대

• 국내에서도 2013년 ‘정부3.0’이라는 타이틀 아래 공공데이터 개방 운동 추진

2013.6.19

[정부3.0 비전] 선포 및
[정부3.0 기본계획] 발표

2014.7.25 2015 2016 2017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1개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

개방 분야
22개로 확대

개방 분야
29개로 확대

정책평가
• 그 동안 개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 시 피해구제 재원을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위험재무(Risk Financing) 전략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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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재무전략

•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기반 혁신(Data-driven Innovation)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필요 ⇢ 공공부문의 위험재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 민영보험회사로의 위험전가가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위험재무 전략을 통해 보유: 

자가보험(Captive Insurance)과 정부지원 재보험풀(Government-backed Reinsurance Pool) 모델

자가보험 정부지원 재보험풀: 영국 Pool Re 사례

• Pool Re는 1993년 영국의 손해보험회사와 로이즈가 출자해서

만든 테러위험 관련 Mutual Reinsurer

• 탄생배경: 1990년대 초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과 미래 손실에 대한

신뢰할만한 추정 방법의 부재로 인해 테러위험 보장 중단 고려

⇢ 대안으로 민관협력 모델인 Pool Re 도입

• 구조: 피해규모가 1.5억 파운드까지는 Pool Re 참여

보험회사들이 부담, 1.5억을 초과해서 80억 파운드까지는

Pool Re와 민간 재보험사 부담, 그 이상은 정부가 부담

• 자가보험은 위험보유(Risk Retention)의 한 형태로 시장에서

적절한 보험회사를 찾기 어려울 경우 위험을 인수할 보험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직접 설립하는 위험재무 전략

•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 위기 발생 ⇢ 지자체, 

항공, 의료 분야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워졌음 ⇢ 항공

자가보험, 의료 자가보험 등 산업별 그룹 자가보험을 만들어

대처하였음

• 적용: 국가중점 데이터의 소관부처들이 그룹 자가보험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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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Revisited

Issue

•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공공부문의 위험재무 전략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의무화 거론 ⇢ 다른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다른 관점
•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 필요 ⇢ 예를 들어, 의료

관련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재무 전략이 필요한가?

대안
• 민영보험회사로의 위험전가가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위험 보유 ⇢ 

자가보험과 정부지원 재보험풀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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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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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리

1 기업시장

정책과제현황 및 문제점

2 가계시장

3 공공부문

• 수요측면및공급측면등의여러제약요인에의해사이버보험
가입률이저조한상황

• 낮은보험가입률문제에대한대책으로의무화도입및대상
확대: 제3자(Third-party) 피해구제에초점

• 보험소비자설문조사(2018) 결과에의하면, 첫째, 가계성
사이버보험의판매사실을인지하고있는응답자가소수

• 둘째, 판매사실을모르고있던응답자가운데일부는보험가입
의사를밝혀잠재수요확인

• 셋째, 현재는주로특약형으로판매하는데, 단독형수요존재

• 공공부문은 4차산업혁명시대핵심자원의하나로부상하고
있는데이터의보고가운데하나

• 그동안정부는공공데이터개방확대및고도화, 데이터활용
관련규제혁신등의정책발표

• 그러나피해발생시보상과관련된위험재무전략미흡

• 향후시장상황변화등으로인해
의무화가한계에부딪힐경우, 
재보험풀이나인센티브제도도입
등을대안으로검토필요

• 판매전략: 단독형상품의경우 IoT 
업체등과의제휴에의해부가(add
on) 상품으로판매

• 부가상품으로판매할경우
소비자보호장치보완필요

• 빅데이터시대데이터기반혁신을
촉진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
공공데이터개방필요⇢위험을
민영보험회사에전가하기어려운
경우공공부문보유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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