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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 장에서는 정부가 왜 재난보험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에 대

해 보장공백이 존재하는 이유를 재난보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대재해

에 대한 보장공백은 결국 리스크의 사회화를 초래하는데, 이때 정부가 재난 구호·복구·재

건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 보험을 고려해야 할 이유를 고찰한다. 

<그림 Ⅱ-1>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대재해리스크와 보장공백

가. 재난리스크 증가

기후변화, 인구밀도 및 자산가치 증가, 국가간 이동 및 교역 증가,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wiss Re(2021)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보험 재물손

실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인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189건으로, 197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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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에 있다(<그림 Ⅱ-2> 참조). 직접적인 피보험 재물손실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인 인

적재해 발생건수도 197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세에 있

다. 대재해 발생빈도와 함께 대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970년 이후 연평균 5%씩 증가

해왔다. 2020년 기준 대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2,0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8% 증가하

다. 이중 자연재해 손실액은 1,8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5% 증가하 고, 인적재해는 

1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 다. 지난 10년 동안(2011~2020년) 대재해에 따른 

연간 손실액 평균은 2,140억 달러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 평균이 2,020억 달러

(94.4%), 인적재해로 인한 손실액 평균이 120억 달러(5.6%)이다(Swiss Re 2020a).4) 

주: 집계 대상 대재해는 직접적인 피보험 재물손실액이 2,500만 달러 이상으로 많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영향

   을 미치는 사고를 의미함

자료: Swiss Re(2021)

<그림 Ⅱ-2> 대재해 건수(1970~2020년)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에는 자연재해·테러리즘·사이버공격·감염병 등이 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등 자연재해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열대성 사이클론

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도 증가와 위

험노출지역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대재해 양상으로 전개된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리즘은 역대 테러리즘 중 보험손해액이 가장 큰 사고

4) Swiss Re(2020) 분석에 사용된 인적재해는 대형 화재 및 붕괴, 항공·우주재난, 선박·철도사고 광산사고, 건물·교

각 붕괴, 테러리즘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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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보험 손해액만도 4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테러리즘으로 붕괴된 주요빌딩 복구비용 

30~45억 달러, 공공시설물 복구비용 100~130억 달러, 실업비용 170억 달러, 항공운항 중

단으로 인해 상실한 업수익 100억 달러 등 단일 테러리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Dixon and Stern 2004). 테러리즘은 손실을 극

대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성공한 테러리즘의 경

우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 더욱이 향후의 테러리즘은 핵·

생화학·방사능(Nuclear, Biological, Chemical, and Radiological, 이하, ‘NBCR’이라 함), 

사이버 테러리즘 등으로 그 양상이 변해가면서 대재해의 가능성을 가진다.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빈도와 감염병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하 다. 국가 간 이동 및 교역 증가, 도시화 및 인구밀도 증가, 사람

과 동물 간 접촉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빈도나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기후온난화는 질병 발생의 주요 연결고리인 매개체의 생육에 직접적인 향을 주

며, 도시화 등은 매개체와의 접촉 기회 및 전염병 확산 속도에 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

구 산하 GPMB(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한다

면, 8,000만 명이 사망하고 세계 GDP는 5% 감소한다.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

적인 향은 감염, 치료 및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로 인

한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다. Fan et al.(2016)에 따

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해 70만 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7%(5,7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 다. 참고로, 지구온난화의 비용은 세계 

GDP의 0.2~2%를 차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세계 GDP의 0.3~0.5%(연간 사망자 

65,000명)를 차지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

식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금번 COVID-19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사이버리스크 노출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이버사고는 개인정보 등 중요데

이터 유출, DDos 공격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데이터 및 시

스템 파괴, 사이버공간에 연계된 재화·서비스를 볼모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이버범죄(일명 

‘랜섬웨어’) 등을 포함한다. 손해의 양상은 정보시스템 파괴에 따른 업중단손해, 데이터 

멸실 등에 따른 데이터 자산 손해, 사고원인 분석 및 복구 비용, 정보 유출에 따른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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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네트워크보안 배상책임손해, 평판 손실, 법률비용 등이 있다. 

Aon(2019)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버사고 손실액은 연간 6조 달러로, 자연재해 피해액보

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나. 재난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증가

대체자본의 보험시장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재해에 대한 보장공백은 세계적인 현상

이다. <그림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 이후 보장공백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대재해 손실액 중 연간 피보험 손실액 평균은 734억 달러로, 약 35.6%

의 대재해 손실이 보험으로 보장된다. 바꿔 말하면, 세계적으로 대재해 손실의 약 64%는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로 실제 손해액와 피보험 손해액 간 차이, 즉 보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5) 이러한 보장공백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사이버 테

러리즘, 감염병 등과 같은 대재해에도 존재한다. 

주: 1) 단위는 USD 10억이며, 2019년 가격 기준임 

2) 대재해는 직접적인 피보험 재물손실액이 2,500만 달러 이상으로 많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

는 이벤트를 의미함 

자료: Swiss Re(2020b)

<그림 Ⅱ-3> 보험가입 vs 보험미가입 손실(1970~2019년)

5) 2020년 기준 대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2,020억 달러) 중 보험으로 보장되는 손실액은 885억 달러(43.8%)에 

불과함.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액은 1,134억 달러로 전체 손실액의 56.2%는 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

함. 보장공백은 인적재해(36.2%)보다는 자연재해(57.4%)에서보다 심각함(Swiss R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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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 재난보험에 대한 과소수요

기대효용가설(Expected utility theory)에 따르면, 행동의 귀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

적인 경제주체의 판단은 결과에 관한 효용의 기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유형의 재해에 대해서는 기대효용가설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보험수요보다 낮은, 이른바 이상수요가 관찰된다.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

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조차, 관련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보험가입이 대체로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 감정 휴리스틱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

릴 때에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한다.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Behavioral de-

cis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방어적인 조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감정이 

상당한 향을 미친다. 심리학자 Pula Slovic은 사람이 감정적인 요소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장점 또는 리스크도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이라 하 다(Skagerlund et al. 2020). 위험·느낌가설

(Risk-as-feelings hypothesis)도 감정 휴리스틱과 맥을 같이 한다. Loewenstein et 

al.(2001)의 위험·느낌가설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과 같은 느낌을 포함한 정서적인 향을 직접 받는다. 기대되는 

결과, 주관적 확률, 기분 등이 모두 인지와 정서에 향을 주고, 인지와 정서는 상호 향

을 주어 선택 행동을 이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Schade et al.(2002)에 따르면, 감정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은 사고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사고심도가 높은 대재해리스크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Schade et al.(2002)는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유

형의 재해의 경우 재해 발생가능성보다는 불안(Concern)이 위험노출자의 보험료 지불용

의(Willingness to pay)에 더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고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사고심도가 높은 리스크일수록 개인

6) 대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빈도 및 심도가 동일할지라도 사고에 대한 불안이 높은 개인일수록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

할 의향을 가짐. 이는 특정 대재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개인이 충분히 많을 경우,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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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용의 기대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불안이라는 감정에 의해 자신의 

위험노출도를 ‘잘못’ 평가하고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가

능성이 낮은 재해에 대한 보험수요가 기대효용가설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보험수요보다 

낮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발생가능성이 낮은 재해일수록 개인의 불안 수준이 더 낮을 개

연성을 시사한다. 요컨대, 발생가능성이 낮은 재해일수록 개인의 불안 수준이 낮아 자신

의 위험노출도를 과소평가하고 보험가입 의향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재난보험에 대한 과

소수요는 개인의 위험인식 자체가 감정, 특히 불안에 의해 왜곡되는 데서 비롯한다. 

나.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선호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대안을 선택할 때는 전통

적인 이론과 같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손실에 대한 선택을 할 때는 오히려 위

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Kahneman and Tversky 1979).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익보

다는 확실한 이익을 선호하고, 확실한 손실보다는 불확실한 손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이를 보험에 적용하면, 개인은 재난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손실(보험료)을 

확실히 하는 것보다는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채 잠재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위험을 감

수하는 것을 선호한다.

확실한 이익과 불확실한 손실 선호 현상을 확장하여 풀이하자면, 개인은 발생가능성이 높

은 위험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발생가능성

이 낮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불이라는 확실한 손실보다는 불확실한 손실을 선택하

므로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해외 보험업계에서 거대자연재해보험 가입 유인 

제고 전략으로서, 이차손인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Swiss Re 

2019)7). 구체적으로, 지진과 같이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

한 손실을 초래하는 손인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

은 자연재해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보험의 가치를 체득하도

록 하고 보장손인을 지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전략이다. 

7) Swiss Re(2019)에 따르면, 이차손인(Secondary perils)이란 독립적인 중소형 재해 또는 주요 손인의 이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손인을 의미함.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가뭄, 산불, 폭우, 폭풍으로 인한 홍수 등이 이차손인으로 분

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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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착한 사마리아인 딜레마

위험보유자가 재난 발생 시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금을 제공받을 것을 사전에 인지할 

때, 위험방지 및 경감 노력의 유인이 사라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Samaritan’s di-

lemma)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위험보유자는 보험 등

을 통해 자신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감소한다. Browne and Hoyt(2000)는 

자연재해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률 저조를 자선의 위험(Charity hazard)으로 표현하 다. 

무상지원의 보험수요 구축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Lewis and Nickerson 1989; Kaplow 1991; Coate 1995; Schwarze. R. et al. 2011; 

Kousky, Michel-Kerjan and Raschky 2018).

3. 공급: 부보불가 재난리스크

재난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은 비단 재난보험에 대한 과소수요에만 비롯한 것은 아니다.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에 대한 (재)보험산업의 담보 공급도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 자연재해, 테러리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보험회사가 동 위험에 

대한 보장을 중단하여 보장공백을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다. 1994년 캘리포니아 

Northridge 지진 이후 지진보험 중단, 2001년 9·11 테러리즘 이후 약관에 테러면책조항 

추가 및 재보험회사의 테러보험 수재 거부, 2002~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후 관련 보험 약관에 박테리아·바이러스·오염면

책조항 추가 등의 사례가 있다. 

가. 부보가능성의 기준

1) Berliner(1982) 

Berliner(1982)에 따르면, 특정 위험의 부보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계리적 

요소, 시장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된다. 계리적 요소는 보험의 기본원리인 대수의 법칙 

성립을 위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평균손실을 예측하고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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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 보험집단 내에 상호독립적이고 균일하게 분포된 리스크가 많아

질수록 손실의 변동성이 작아져 사고 확률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부보가능성 

판단을 위한 계리적 요소에는 사고의 무작위성·독립성, 손실노출도, 최대가능손실, 사고

심도, 정보비대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손실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사고 발생은 피

보험자의 의지와 무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야 한다. 둘째, 동

질의 위험에 노출된 개체 수가 많아야 한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두 개의 사고 발

생 사이에 평균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서는 안 된다.8) 셋째, 사고당 최대가능손실은 보험

회사의 건전성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넷째, 사고당 평균손실액(심도)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이 과도하

지 않아야 한다. 

부보가능성 기준
필요조건

구분 Berliner(1982) Bruggeman(2010)

계리적 
측면

- 리스크의 불확실성 측정 가능해야 한다. 

손실 발생의 
무작위성·독립성

손실 발생의 
무작위성·독립성

손실 발생은 우연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손실노출도(빈도) 손실노출도(빈도)
손실노출도가 커야 한다(즉, 동질위험을 가진 
다수 존재).

최대가능손실 최대가능손실 관리 가능해야 한다.

사고당 
평균손실(심도)

사고당 
평균손실(심도)

적정해야 한다.

정보비대칭 정보비대칭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 측면

보험료 보험료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보상한도 보상한도 수용 가능해야 한다.

- 보험산업 담보 산업의 담보가 충분해야 한다.

사회적 
측면

공공정책 공공정책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제한 법적 제한 법적으로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

자료: Berliner(1982); Bruggeman(2010) 

<표 Ⅱ-1> 부보가능성 기준

8) Berliner(1985)은 손실노출도 대신 두 손실 발생 사이에 평균적인 기간을 부보가능성 판단기준으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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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가능성 판단 기준으로서 시장 측면의 요소는 보험료의 적정성과 보상한도의 수용성

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자본에 대해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

가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보상한도는 위험보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이어

야 한다. 더불어, 보장담보는 공공정책 및 사회적 가치, 그리고 동 보장손해를 규율하는 법

규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보장하거나 범죄 유인을 제공하는 증

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2) Swiss Re(2002)

Swiss Re(2002)의 부보가능성 기준은 측정가능성, 무작위성, 상호성, 경제적 가용성 등 4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손실 발생가능성 및 심도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 둘째, 손실 발생 

시점이 예측 불가능해야 하고 손실 자체는 피보험자의 의지와 무관해야 한다. 셋째, 특정 

위험에 노출된 다수가 위험을 공유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위험집단을 함께 구성해야 한

다. 넷째, 민 보험회사가 위험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3) Bruggeman(2010)

Bruggeman(2010)은 Berliner(1982)가 제시한 부보가능성 기준에 리스크의 불확실성(즉, 

측정가능성)과 보험산업의 담보력을 추가하 다. 미래에 어떤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정

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고의 발생을 리스크로 표현하지만, 발생가능성을 모르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불확실하다고 표현한다. 사고 발생가능성과 심도를 적어도 부분적으

로나마 계량화할 수 있어야 보험회사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및 전문가의 경험 등이 있어야 한다. Bruggeman(2010)은 보험산업의 담보력을 부

보가능성 기준에 추가하 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보험연계증권 등 대체위험전가수단

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재해리스크 인수에 있어 보험산업의 담보력

을 부보가능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나. 재난유형별 부보가능성

이하에서는 대재해리스크의 가능성을 가진 자연재해·테러리즘·사이버공격·감염병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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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보가능성을 Berliner(1982)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손인이 자연재해·테러리즘·사이버공격·감염병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나, 각 손인별 부

보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대재해리스크 부보에 있어 문제점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가진다. 

1) 자연재해리스크

자연재해의 경우 오랜 기간 누적된 경험데이터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통해 그 발생가능성 

및 손실액을 예측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Kunreuther et al. 

2007). 미래 손실분포가 현재의 예측과 다르게 변하여 기대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 즉 모수불확실성리스크(Parameter uncertainty)가 존재한다. 기후변화로 

연 강수량, 일 최고기온 등의 기상현상 분포의 꼬리가 과거보다 유의미하게 두꺼워지고 

평균에 집중되는 확률이 감소하여 예측력이 낮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리스크의 경우 단일 재해로 복수의 개별적인 손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집단 내 위험분산이 어렵다. 상관관계 위험을 피하는 것은 개별 위험을 풀링

하는 전제조건으로, 위험이 상호독립적이지 않고 연쇄적이라면, 가입자가 많더라도 평균

지급보험금이 평균예상보험금을 크게 벗어나는 확률적 위험(Stochastic uncertainty)이 

커진다. 다만, 국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위험도 국제적으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대수

의 법칙 불성립을 이유로 자연재해를 부보 불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거대자연재해의 손실분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계리사나 언더라

이터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nreuther et al. 2007). 보

험회사는 대재해 이후 대규모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기대손실을 넘어선 금액을 위

험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는 결국 계약자부담으로 전가된다. World Bank의 조사에 

따르면, 100년에 1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연간 기대손실의 약 4배를, 10년에 1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연간 기대손실의 약 2배를 보험료로 부과한다.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자연재해 발생가능성과 심도에 향을 미치는 사적 정보

를 보험회사에 비해 많이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보험회사는 리스크 측정 및 평가

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 가입자보다 더 많은 사적 정보를 가진

다. 소위, 역정보 비대칭(Reverse 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선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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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수 있다. 

부보가능성 기준 자연재해 테러리즘 사이버
감염병

BI 사망 건강

계리적 
측면

리스크의 불확실성 △ × △ × △ △

손실 발생의 무작위성 × × × × △ △

손실노출도(빈도) ○ × ○ × △ △

최대가능손실 × × ○ × △ △

사고당 평균손실(심도) × × ○ × ○ △

정보비대칭 △ ○ × △ △ △

시장 
측면

보험료 △ × △ × △ △

보상한도 × × × × ○ △

사회적 
측면

공공정책 ○ ○ ○ ○ ○ ○

법적 제한 ○ ○ ○ ○ ○ ○

주: 1) ○는 문제가 되지 않음, △는 비교적 문제가 아님, ×는 문제가 됨 

2) 보험산업의 인수역량과 리스크 속성의 가변성을 고려하면 상기 분석결과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자료: 자연재해는 Kunreuther et al.(2007)와 Bruggeman et al.(2010), 테러리즘은 Bruggeman et al.(2010)와 

Swiss Re(2002), 사이버리스크는 Prentice-Hall, Biener et al.(2015), 감염병은 Schanz(2020)를 토대로 

작성함 

<표 Ⅱ-2> 주요 재난의 부보가능성 평가

2) 테러리즘리스크

경험데이터 부재, 리스크의 가변성, 테러리즘 빈도 및 심도에 대한 정부의 향, 광범위한 

손실 등으로 인해 테러보험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 테러리즘리스크의 경우, 보험료 산출

에 필요한 사고의 심도와 빈도에 대한 경험데이터가 드물다. 공개된 과거의 경험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테러리즘 양상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과

거 테러공격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향후 테러리즘 가능성과 심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현재의 위협은 국가기밀에 해

당하는 사항이며, 테러양상은 진화한다. 요컨대, 테러리즘리스크는 불확실성이 크다. 

테러리즘의 발생 시점 및 위치, 사고심도 등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손실을 극대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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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인위적이다. 특히, 정부

는 반테러정책 또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테러리즘 발생가능성 및 심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개입은 개별 보험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테러집단 및 정부의 

자율통제 하에 있는 위험은 부보하기 어렵다. 다만,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보면, 테러리즘

은 시간, 위치, 사고심도 등을 예측할 수 없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테러리즘리스크는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단일 사고가 재물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업중단보험 등 다른 유형의 손실을 보장하는 여러 보험종목에 향을 미친다. 이

로 인해 단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동일 지역 내 다수의 피보험자가 한 건의 테러리즘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보험회사는 대규모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테러리즘으로 

인한 손실이 보험회사의 자본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은 보험자와 가입자간 정보비대칭에 기인하나, 테러리즘리스

크에 관해서는 비정보 대칭성(Non-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 보험회사와 가

입자가 테러의 발생가능성 및 심도에 대해 어떠한 사적정보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이 부보가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

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위험방지노력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기부담금 등을 통해 통제가능한 수준이다. 

3) 사이버리스크9)

사이버리스크는 사고 발생의 무작위성, 정보비대칭성, 보험료, 보상한도 측면에서 보험회

사의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사이버리스크의 경우 리스크 간에 상관관계가 높

고 기술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리스크의 성격도 급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동질의 위

험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위험분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평가 및 요율산

출에 필요한 사고 데이터가 충분히 집적되어 있지 않다. 둘째, 규칙적 리스크 평가, 자기부

담금 및 보상한도 설정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행적 위험 평가 및 식별과 

시그널링(예: ISO 인증)을 통해 역선택을 줄일 수는 있으나, 이론상 강한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이 존재한다. 해킹공격은 적발 및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기 유인을 가진다. 셋

째,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아 보험료가 높고, 사이버

9) Biener et al.(2015)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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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도 많지 않아 감당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 넷째, 리스크 속성의 가변성, 그리고 평판효과와 같은 간접비용 측정의 한계로 인해 보

장범위 설정이 어렵다. 자기 발생 손해, 사이버 테러리즘, 보안 불안 웹사이트 접속 등 상

품별 다양한 면책으로 상품이 복잡해지고 실제 담보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사이버리스크의 최대가능손실은 다른 운 리스크보다 낮고 보험회사가 보상한도 설정을 

통해 극단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가능손실 요건은 부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이버리스크의 평균손해는 다른 운 리스크보다 낮고, 기업규

모, 자가보험, 정보보안에 대한 기관의 역할에 따라 사고당 평균손실이 상이할 수 있어, 

사고당 평균손실 요건도 부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실노출도는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산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금융기관일수록, 기

업규모가 클수록 손실노출도가 높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이버보험이 보험사기 유인, 

네트워크 간 높은 손실 상관관계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위험노출도를 높일 수 있으나, 

사이버리스크의 복잡성과 가변적인 속성으로 인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브로커가 불완전

판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4) 감염병리스크

감염병은 생명·건강손해와 업중단손해를 유발하며, 동일 손인이라 할지라도 손해유형

에 따라 부보가능성이 달라진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생명·건강손해는 경

험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사망위험 증가는 장수위험 감소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

에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감염병에 따른 업중단손해는 부보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감염병으로 인한 업중단손해의 경우 충분한 경험데이터 부재로 관련 

리스크를 측정하기 어렵다.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부의 집합제한 및 폐쇄 

명령 등에 대한 경험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손실분포를 추정할 수 없다. 둘째, 

개별 손실 간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의 대형화 및 다각화가 불가능하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동질위험을 보유한 개체가 많아서 충분한 

규모의 위험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전체적으로 거의 동

시에 향을 받기 때문에 다수의 동질적·독립적인 위험단위로 구성된 위험집단을 형성하

기 어렵다. 셋째, 보험회사가 사고당 최대가능손실을 통제하기 어렵다. 넷째, 사고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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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다섯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및 폐

쇄 명령에 민감한 업종이 존재하고 동 업종의 보장수요는 높지만, 동 업종에 대한 담보 제

공 시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고

당 평균손실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일곱째, 재물손

해의 경우 손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장 여부 및 범위를 정하기가 용이하지만, 업중단

손해의 경우 비물리적 트리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사유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감염병은 단기에 (재)보험시장의 인수능력을 넘어서는 거대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

연재해 및 테러리즘과 유사하지만,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과 달리 리스크의 다각화 및 분

산에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감염병은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고 단기에 확산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지리적 다

각화 및 분산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진다(Richter and Wilson 2020). 반면,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은 손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 

및 분산이 가능하다(<그림 Ⅱ-4> 참조). 또한, 감염병의 주요 리스크는 업중단손해로, 주

식, 채권, 금리, 물가 등 자본시장 자산 및 환경요소들과 상호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자

본시장을 이용한 위험분산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진다.10) 구체적으로,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국가 봉쇄령 등으로 경제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증가 등 비우호적인 거시경제적 향

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자의 보험시장 유입을 기대하기 어

렵다. 반면, 자연재해리스크는 자본시장의 기존 투자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작기 때문에 보험

연계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본을 동 리스크 인수에 활용할 수 있다.11)

10)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에 투자할 유

인을 가짐

11) 세계 재보험시장의 제한된 담보력으로 인해, 거대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세계 재보험시장은 경성화와 연성화를 오

가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가졌음. 그러나 최근 보험연계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본이 보험위험 인수에 

활용됨에 따라 언더라이팅 사이클의 진폭이나 주기가 짧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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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chanz(2020)

<그림 Ⅱ-4> 대재해리스크 분류

4. 리스크의 사회화와 정부의 지원

가. 리스크의 사회화

가계 및 기업은 저축 또는 보험 등을 통해 재난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지만 개인 및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면 재난피해 구호 및 복구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모두 개별 재난피해자 입장에서는 재난 발생 시점·장소·피해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 또는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된다. 재난은 직접적인 인적·물적 손실뿐만 아니

라,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및 수요 감소, 자산손실에 따른 생산 감소, 공급망 파괴, 업중단

손실 등을 수반한다. 경제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재난은 빈곤과 자산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Hallegatte et al.(2017)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은 연간 2,500억~3,000억 달러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소비 감소는 자산 손실보다 60% 더 많은 5,200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2,600만 명이 자연재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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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구호·복구·재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사전·사후적 지원이 경제성장의 촉매로 작

용한다는 경제이론적 견해가 있다(Cavallo et al. 2013).12) 기술진보의 외생성을 가정하고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따

르면, 축적자본이 재난으로 파괴되더라도 기술진보율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단

기적으로는 정체상태 이탈에 따른 경제성장이 관찰될 수 있다. 지식이나 기술 등 인적자

본의 내생적 축적에 의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본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에 따르면, 재난은 재투자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자본축적의 생산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그렇다면, 보장공백 상태에 있는 가계 및 기업의 재난리스크에 대응하여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나. 정부의 재난자금조달

재난 발생 시 정부도 가계 및 기업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지원, 공공시설 복구, 거시경제 

향 등 재정적으로 향을 받는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사전·사후적으로 다양한 자금조

달 방법을 고려한다. 재난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사전적 자금조달수단에는 예비비, 적

립금, 우발채권, 보험, 대재해채권 등이 있고, 사후적 수단으로는 예산재편성, 채권발행, 

과세 등이 있다. 

사후적 수단으로서 예산재편성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지만,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채권발행의 경우 자금조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증세를 통한 자금조달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재난 이후 경

제회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재난리스크에 대응한 정부의 사전적 자금조달수단은 위험보유와 위험전가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보유는 위험보유자가 재난 발생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가용자본을 준비하는 것

으로, 예비비(Budget contingency), 적립금(Reserve funds), 우발대출(Contingent loans) 

등이 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

여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지 않고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신축성이 장점인 동

12) 다수의 연구가 재난(특히, 자연재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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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단점이다. 재정통제 약화에 대한 입법부의 우려로 대규모 자금을 예비비로 정해두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재난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비비의 기회비용은 예산을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해서 그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활동의 비용이다. 예비비의 기회비용 승수는 1~2로, 위험

전가수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표 Ⅱ-3> 참조). 적립금은 용도를 특정하여 미래 재난

위험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재난 발생 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

는 이점이 있어, 재난 발생 직후 긴급 구호에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복구 및 

재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일부는 위험경감시설 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적립금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예비비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규모 자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재난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금조달수단이다. 우발대출은 재해 발

생 시 재해심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약정된 조건대로 사용될 것으로 사전에 합의된 대

출이다. 즉, 특정 사고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World Bank의 개발정책대출은13) 개발국가들의 위험경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

해 포괄적인 재난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에 한해 재난 발생 시 GDP의 0.25% 또는 5억 달러의 유동성을 

즉시 제공한다. 

가계 및 기업처럼 정부도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위험전가수단에는 전통적인 

손실보상형 (재)보험,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 보험연계증권 등이 있다. 기본

적으로 보험은 유사 시 필요자금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상환의무가 없다는 이점이 있지

만, 다른 자금조달수단에 비해 기회비용이 높은 편이다. 지수형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정한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실제 발

생한 손실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형 보험과 달리 까다로운 손실증빙 및 

손해사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발생 후 신속한 자금투입을 목표로 할 때 유

용하다.14) 반면, 손실보상형 보험은 자금투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 

13) Development Policy Loan with Catastrophe Risk Deferred Drawdown Option(DPL with CAT DDO)

14) World Bank는 2017년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들의 감염병리스크를 보장하고자 지수형 방식의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를 구성하였으나, COVID-19 발생 시 지급사유(Parametric triggers)의 복잡

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2020년 7월 프로그램 운영을 종료하였음. 신속한 보

험금 집행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객관적 지표가 단순·명료하고, 관련 법·행정 절차 또한 사전에 명

확히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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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보다는 재건 국면에서 장기의 자금수요 충족에 적합하다. 

위험전가수단은 조달자금 대비 비용이 사전적 위험보유수단에 비해 큰 편이다(Ghesquiere 

and Mahul 2010). 그러나 조달가능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고빈도는 낮으나 사고심도

가 높은 거대재해 대응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구분
비용
승수

지급
(개월)

가용
자금

위험수준

매년
1~

10년
10~
50년

50년 
이상

위험
보유

사후
예산재편성 1~2 0~9 소 - - - -

신용(채권) 1~2 3~9 대 - - - -

사전

예비비 1~2 0~2 소 ○ ○ - -

적립금 1~2 0~1 소 ○ ○ - -

우발대출 1~2 0~1 중 - ○ ○ -

위험
전가

손실보상형 보험 2~ 2~6 대 - ○ ○ ○

지수형 보험 2~ 1~2 대 - ○ ○ ○

보험연계증권 2~ 1~2 대 - - ○ ○

주: 1) 비용승수는 기대 지급금액 대비 비용임(보험의 경우 기대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임) 

2) 최근 연구에서는 손실보상형 보험, 지수형 보험, 보험연계증권의 비용승수의 하한이 1.5로 하향조정됨

자료: Ghesquiere and Mahul(2010)와 Meenan et al.(2019)를 정리함 

<표 Ⅱ-3> 정부의 재난위험 자금조달 및 전가 방법

사고 빈도 및 심도가 상이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투입가능 시점과 조달가능 자

금규모를 고려하여 다층구조의 자금조달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그림 Ⅱ-5> 참조). 

사고빈도가 높고 사고심도가 낮은 통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예비비, 적립금, 우발대출 등

으로 정부가 위험을 보유하고, 사고심도가 높은 재해에 대해서는 적립금 등을 일차적으로 

사용하되, 보험 또는 대재해채권을 2층, 3층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 적립금이나 우발대출

의 경우 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을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발생빈도가 낮은 대재해에 대

비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Clarke et al.(2016)에 따르

면, 최대 3.4년 주기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적립금으로, 3.4~13.7년에 1번 발생하는 사고는 

우발대출로, 13.7~5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으로, 2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

는 대재해채권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위험의 경우, 사전적 자금조달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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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사후적으로 예산재편성이나 채권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자료: Ghesquiere and Mahul(2010)

<그림 Ⅱ-5> 정부의 재난 구호·복구·재건 자금조달 포트폴리오

Clarke et al.(2016)은 자금조달수단 구성에 따라 재정지출이 재난 발생가능성별로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적립금, 사후 예산재편성, 사후 차입으로 구성된 기본전략에 우발대

출을 추가할 시 재정지출이 기본전략에 비해 4~9% 감소하며, 이는 15년 주기로 발생하는 재

난에 가장 효율적인 구성이다. 기본전략에 지수형 보험 추가 시 재정지출은 –1.8~4% 감소하

며, 재난 발생가능성이 낮을수록 비용절감효과가 커진다. 즉, 5년 주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기본전략에 지수형 보험 추가 시 재정지출이 기본전략에 비해 1.8% 증가하지만, 

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재정지출이 4% 감소한다. 기본전략에 우발대출과 지수형 

보험을 모두 추가할 시에는 재정지출이 6~11% 감소한다.

구분 5년 주기 15년 주기 50년 주기 평균

우발대출(A) 8%(2.2) 9%(7.4) 4%(7.4) 4.2% (0.94)

지수형 보험(B) -1.8%(-1.8) 2%(1.9) 4%(7.5) -0.2%(-0.04)

A+B 6%(1.7) 11%(9.4) 8%(14.9) 4.0%(0.90)

주: 괄호 안은 기본전략(적립금, 사후 예산재편성, 사후차입) 대비 비용절감효과를 나타냄

자료: Clarke et al.(2016) 

<표 Ⅱ-4> 자금조달수단 구성별 비용절감효과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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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의 재난자금조달

정부는 전술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 대비 또는 대응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은 위험노

출자 및 재난피해자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의 재난피해 지원방식은 크게 직접지원, 간접지원, 정책보험으로 구성된다. 직접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가 이재민과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자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일정 금액 및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 구호·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의연금이 직접지원에 해당한다. 간접지원은 이재민 등의 생활안정을 위

하여 전기 및 수도 등 공과금 면제,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을 포함

한다. 재난지원금·저리융자 등 직·간접적 지원 외에도, 정부는 재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

소하기 위해 재난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운 한다. 

1) 재난지원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제도는 국민들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향으로부터 피

해를 보장받는 가장 주요한 수단 및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사회 통합 및 자본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재난리스크에 대한 준비 및 관리 책임이 국

가의 책무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난지원금제도는 재난 구호·복구·재건을 위한 지

원수단으로서 다음의 문제를 수반한다. 

먼저, 위험보유자가 재난 발생 시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금을 제공받을 것을 사전에 인

지할 때 위험방지 및 경감 노력의 유인이 사라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Buchanan(1975)은 ‘착한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든 무조건 돕지만, 

상대방의 대가없는 호의가 반복되면서 도움을 받는 자가 이를 간파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움만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게 되며, 정부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사마리아인 딜레마로 표현하 다. 사마리아인 딜레마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

제원조가 증가할수록 수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욱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

상을 설명한다(Raschky and Schwindt 2009).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

하지만 과도한 구호나 자선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헤어

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험보유자의 보험가입 수요를 구

축하여 재난보험에 대한 보험가입률 저조를 초래한다. 무상지원의 보험수요 구축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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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음으로, 무상의 재난지원금은 정치적 남용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재난지역 선포 및 지

원이 현직 선출직의 비공식적인 선거자금(Political currency)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

난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전략은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Reeves(2011)은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관찰된 900회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난지역 선포가 선거와 무관

하지 않음을 다각도에서 입증한 바 있다.15) 더욱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

을 위해 재난지원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정부 및 산하기관들의 사전·자율적인 피해경감유

인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사후 지원수단인 재난지원금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 필요성 등

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손실 복구에 대한 전

부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2) 저리융자

저리융자 정책은 재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고 재난

상황 이후 신속한 기업 활동 회복 및 경제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이

다. 정부의 저리융자 정책은 유동성이 절실한 기업에 숨통을 트여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

지만, 차입 기업이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차주위험 또는 신용위

험이 높다.16) 따라서 이러한 채무불이행리스크가 은행산업 또는 정부재정에 전가되어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저리융자 정책은 재난상황

에 따른 위기를 잠시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미래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과잉채무현상(Debt overhang effect)

15) 구체적으로 첫째,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량권이 늘어나고 지원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된 

1989년 이후 재난지역 선포가 늘어난 경향이 있음. 둘째, 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는 연평균 0.84회, 비경합

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는 연평균 0.68회로, 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횟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음. 셋째, 

특히 1989년 이후 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가 연평균 0.87회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비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는 0.43회로 1989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마지막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1회는 

득표율 2.2% 상승의 가치가 있음 

16) 역설적이게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계 및 기업일수록 재난에 취약하여 저리융자 방식의 접근은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음.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 재난생존 가계에 대한 지원 시 상환능력(소득)이 없는 가계에 대해

서는 장기저리융자방식의 지원보다는 정부가 3년치 홍수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여 공사협력 홍수보험(Group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강제 가입시키고, 절대수요 충족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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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하여 중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잉채무이론에 따르면 부

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를 통한 수익은 우선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남은 부분만 

획득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부채를 통한 투자의 효용 및 유인이 낮아서 투자를 줄인다

(Mayers 1977). 유럽중앙은행(ECB)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높고 상환이 임박한

(단기)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위기 이후에 투자를 더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다. 

(Kalemli-Ozcan 2019) 

다른 한편으로는, 융자를 제공하는 정부 및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동자산이 풍부하여 유동

성 문제가 없는 기업에까지 저리의 정부 융자가 지원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재난으

로 인해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 외에 재난 발생 이전부터 위기에 직면했던 좀

비기업에까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정책의 비효율성 이슈가 재점화되었다. 

도덕적 해이 및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기 존속 가능성에 따른 선별적 지

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높은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한다.

3) 공사협력 재난보험

재난에 대비하여 위험보유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난

자금조달방법인 동시에 위험경감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위험보유자들의 보험가입

을 촉진하여 재난손실의 외부화에 따른 사후적 무상지원 및 저리융자 등의 재정지출을 줄

일 수 있다.17) 뿐만 아니라, 보험은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설계·준비가 가능하

여 대규모 손실에 대하여 상당한 손실 보전이 가능한 반면, 무상지원은 대개 생계지원 수

준의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실을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18) 또한 보험은 재난

지원금 또는 저리융자 정책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고 보험계약자로 하

17) Sarmiento and Miller(2006)에 따르면, 미국의 홍수보험 가입률이 60%일 경우 특별홍수위험지역의 홍수로 인

한 연방정부, 주정부, 가계 및 기업 등 사회전체의 비용은 20조 7,600만 달러로 보험가입률이 0%일 때보다 

3,100만 달러 정도 감소함

18)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할 수 있으며,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마찬가지로, 

미국도 재난으로 인해 필수경비(Necessary expenses and serious needs)가 발생한 가구에 최대 35,500달

러(2020년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재난지원금 상한은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제시한 6인 가구 빈곤소득기준(2019년 기준 34,590달러)에 근접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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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위험도를 반 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여 자율적인 피

해경감조치를 마련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공사협력 모형을 통해 민 보험회사의 위험 평

가·관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자국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진다. 

다만, 보험은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에 따라 개

별 경제주체의 다른 현안 및 당면 과제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

다.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의 기회비용 지표는 보

험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더욱이 공사협력 재난보험에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향

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테러리즘·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현재 많은 재정을 비축해 두어

야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수반한다. 

5. 소결

2장에서는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재난 발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 리스크에 대한 보

장공백이 확대된 원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부의 재난지원수단으로서 보

험의 효용성을 검토함으로써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감정 휴리스틱,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선호, 무상지원 등에 따른 착한 사마리아인 딜레마 

등으로 인해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수리적으로 공정

한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조차, 관련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보험수요는 대체로 

낮다.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확대의 원인을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재해리스

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의 경우, (재)보험산업의 부보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① 손실분포를 예측할 만한 데이터 부족과 리스크의 가변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고, ② 

손실 발생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민 시장에서 높은 불확실성은 리스크 프리미엄 적용에 따른 높은 보험료로 계약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당가능성(가격)도 악화된다. 이처럼 재난보험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장공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경험 및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손실분포에 대한 불확실성은 감소

한다. 문제는 민 보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동안 해당 담보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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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난리스크에 대해 보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가계 및 기업의 

보장공백이 크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리스크의 사회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책무,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의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하면 재난 구호·복구·

재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재난지원금, 저리융자, 보험 등 여러 지원수

단 중에서 보험은 가용자금규모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재해 대

응에 적합한 수단이다. 무엇보다도, 재난에 대비하여 위험보유자의 보험접근성(공급) 및 

보험가용성(가격)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재난자금 조달전략인 동시에 위험경

감전략이다. 정부는 위험보유자들의 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재난손실의 외부화에 따른 사

후적 무상지원 및 저리융자 등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에 대응하여 정부가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따라

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상세는 시장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어 설계되어야 한다. 

자연재해·테러리즘·사이버공격·감염병 등에 내재된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보험접근성 및 

보험가용성, 과소수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득이하게 보험시장에 개입하

으나,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사

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도입은 보험산업이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인수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위험에 노출된 가계 및 기업의 

정확한 위험인식을 도우면서, 정부의 시장참여 기간 동안 민간의 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여 종국에는 대재해리스크를 수반하는 재해에 대한 인수가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