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이슈 분석

1. 기업시장 

가. 검토배경

제3장에서 주요국의 사이버보험 활성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의무보험제도 

도입 등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찾

아보기 어려웠다. 미국의 경우 DBIA가 발의되고 영국의 경우 보험풀 논의가 있었던 정

도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무보험제도 도입 중심의 사이버보험 정책의 한계

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사이버보험 관련 해외사례에서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사이버위험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자연재해위험(Natural 

Disaster Risk),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홍수위험(Flood Risk)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홍수위험은 사이버위험과 마찬가지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나면 큰 피해를 입

게 되는 Low-Probability, High Impact (이하 ‘LPHI’이라 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

요 측면의 경우 낮은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적고, 공급 측면의 

경우 재앙적 손실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공급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주요국의 경우 홍수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이 전

개되었는데, 여기서는 미국과 영국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이하 ‘NFIP’이라 함)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Flood Re가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고찰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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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홍수보험 사례66)

1) NFIP 도입 과정

1895년부터 1927년 사이에는 민영보험회사들이 홍수보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27년 미시시피강 지역의 홍수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민영보험회사들은 홍수

보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후 홍수피해 복구비용은 정부의 자연재해기금을 통해 해

결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은 민관협력 

형태의 홍수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1927년 이전처럼 

민영보험회사가 홍수보험을 제공하되, 정부가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었

으나,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개인, 주정부, 연방정부가 홍수위험을 분담하는 프로

그램을 제안하였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67)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의회에 제

출한 실행방안의 현실성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홍수위험관리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

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68)를 1966년 의회에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홍수위험에 대한 인식제고, 범람지역 개발 제한 등과 함께 민관협력 형태의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1968년 

National Flood Insurance Act(이하 ‘NFIA’이라 함)가 제정되었고, 국가 홍수보험 프로

그램인 NFIP가 도입되었다.

2) NFIP 내용

NFIP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보험풀(Insurance Pool)을 형성하

66) National Research Council(2015)에서 인용함

67) Federal Flood Insurance Act of 1956

68) 보고서 제목은 “Unified National Program for Managing Flood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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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손해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법안에서 규정한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였다. 보험풀의 참여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였다. 첫 번째는 자본참여

(Capital Participation)이고, 두 번째는 판매대행만 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

자의 경우에는 보험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게 되지만, 후

자의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만 받게 된다.

둘째, 정부가 대출기관 또는 재보험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홍수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재무부(Treasury)가 보험풀에 대출을 해주

었다. 대출금은 보험료수입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는 해에 상환하도록 하였다.

셋째, 홍수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요율체계를 사용하였다. 홍수보험 요

율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s, 이하 ‘FIRMs’이라 함)가 만들어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위험에 근거한 보험료(Risk-Based Premiums)가 부과된 반

면, FIRMs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험에 근거한 요율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위험에 근거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의 보험료 수입과 실제 보험료 수입의 

차는 매년 말 재무부의 보조금에 의해 보충되었다. 미국 정부가 보험풀에 재정적 지원

을 하게 된 배경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지역의 기존 건축물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2009년 허리케인 아이크(Ike), 2011년 

허리케인 샌디(Sandy) 등 대규모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서 NFIP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3년 부채액이 24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NFIP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NFIP 개혁

NFIP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의회는 2012년 Biggert-Waters Flood 

Insurance Reform Act of 2012 (이하 ‘BW 2012’이라 함)를 통과시켰다. 법안의 목적은 

요율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대상에 대해 위험 기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기

존 프로그램하에서는 홍수보험 요율지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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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기반한 요율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득권(Grandfathering)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5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하였다.   

BW 2012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불만이 제기되었다. 불만의 목소리

는 대개 기득권 조항을 적용받는 가계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기존 프로그램하에서는 

일종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프로그램하에서는 위

험에 기반한 요율체계가 적용되면서 보험구입 자체가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될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보험 가입률 저하의 우려가 제기되자, 의회는 2014년 

Homeowner Flood Insurance Affordability Act of 2014(이하 ‘HFIAA 2014’이라 함)를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우선 BW 2012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기득권 조항을 부분적으

로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득권 조항을 

인정하였으나,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이나 빈번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

우에는 BW 2012의 개혁안대로 매년 25%씩 보험료를 인상하여 점차적으로 정부보조

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또한 NFIP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모든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험 기반 요율을 적

용하기 이전까지 모든 홍수보험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Premium Surcharges)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기득권 조항을 적용받는 가구의 보험

료 보조(Premium Subsidy)에 사용되었다. 

4) 보험 가입률 제고 전략

NFIP는 재난기금을 보험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세금 투입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험을 통해 홍수위험을 관리할 

경우 재난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홍수위험 관리가 가능하고, 위험 기

반 보험료 부과를 통해 홍수 위험 지역 주민의 위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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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예를 들어, 1969년 허리케

인 카밀(Camille)과 1972년 아그네스(Agnes)의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소수의 지자체

만이 NFIP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의회는 1973년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를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대출기

관으로부터 모기지(Mortgage)를 받거나 특별 홍수위험 지역(Special Flood Hazard 

Area)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홍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자체가 연

방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NFIP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였다. 그리고 보

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7년 동안 기존 건축물의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었다.

그러나 1993년 미주리와 미시시피 강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된 건물의 

20% 이하만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1994년 보험가입 의무화를 보다 강화하

는 National Flood Insurance Reform Act of 1994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대출기관은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활용해서 모기지 대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예탁

할 수 있다. 만약 모기지 대출자가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이 대신 홍

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994년 조건부 의무화 강화 이후에도 보험 가입률 제고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

었다. 2012년과 2014년 NFIP 개혁 당시 위험 기반 요율의 도입과 함께 보험 가입률 제

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의회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요구에 의해 National Research Council은 보고서를 발표하

였는데,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대안은 위험완화 수단에 투자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 장기 저리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 장기 저리 대출의 필요성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위험완화 수단에 투자하기 이전에 매년 40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가계가 있다

고 하자. 그런데 2,500만 원을 들여 위험완화 수단을 구축하게 되면 보험료가 50만 원

으로 감소한다고 하자. 이 경우 연이율 3%로 2,000만 원의 20년 장기대출을 받게 되면 

매년 대출 상환금은 168만 원이 되고, 보험료 50만 원을 더하면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218만 원으로 투자 이전의 400만 원에 비해 182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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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완화 수단에 투자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서 장기 저리의 대

출을 해주게 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위험 기반 요율 적용 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가구를 대

상으로 바우처(Voucher)를69) 발급해주는 것이다. 바우처는 보험료 납부나 위험완화 

시설투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안은 세제 지원이다. 2013년 Flood Mitigation Expense Relief Act가 도

입되었는데,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또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하의 소기업

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00 달러까지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수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한다. 둘째, 홍수 대

비 시설 투자를 위한 지출이 있어야 한다. 셋째,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로 제한한다. 

2014년에는 수정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세액공제 한도가 5,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세액공제 혜택은 2022년에 종료된다.70)

마지막 네 번째 대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저축계좌(Disaster Savings 

Account)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계좌에 넣어 둔 자금은 재해 피해 복구비용, 재해위험 

완화시설 투자, 홍수보험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실제 2014년 Disaster 

Savings Account Act가 도입되었는데, 주택 소유자는 매년 5,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 계좌의 

자금을 피해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대안이 보험 가입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만약 재해저축계좌의 자금을 홍수보험의 자기부담

금 이하의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자기부담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저렴

한 가격에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방안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

로 보험료를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69) 바우처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획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된 증서를 의미함. 예를 
들어 푸드 스탬프(Food Stamp)는 식료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음

70) 아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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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의 홍수보험 사례

1) Gentlemen’s Agreement71)

영국에서는 1916년에 처음 홍수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해서 1922년 경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홍수보험은 가재(Contents)만 보장했으며 건물

(Building)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

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극적으로 홍수보험을 판매하지 않았다.

1952년 8월 Lynmouth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은 가구 가운데 

홍수위험을 보장하는 건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전무하였고, 가재보험도 일부만 가입

하고 있었다. 당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분쟁이 있었

다. 원칙대로 하게 되면, 홍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여론에 밀려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953년에는 East Coast 홍수가 발생하여 1952년 홍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번에는 피해규모가 너무 커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상업적 생존 

가능성(Commercial Viability)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만을 생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Woodburn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운영하였던 전쟁 

피해 보상제도(War Damage Arrangements)와 유사한 형태의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

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Woodburn의원의 제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다음 두 가지로 특

징 지울 수 있다. 첫째, 홍수보험은 민영 보험시장이 담당할 영역이지 공적 영역은 아

니라고 보았다. 그 이면에는 민영 보험시장의 축소를 두려워하여 국가 홍수보험 프로

그램에 반대한 보험산업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 둘째, 홍수방지 시

설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은 공공 영역이 담당해야 할 사항이지만, 홍수보험은 개인이 

71) 2000년 이전의 영국 홍수보험 역사는 Arnell et al.(1984)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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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최근 민관 협력 홍

수보험 프로그램인 Flood Re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대 후반 잉글랜드 서남부와 웨일즈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

자 홍수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하원의원인 Stewart의 주장에 의

하면, 피해 가구의 90%, 상점의 50%가 홍수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았다. 홍수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있었다. 첫째, 홍수위험이 큰 지역의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둘째, 

적극적으로 홍수보험을 판매하지 않아서 상당수 주택 소유자들이 홍수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원의 요구에 의해 정부는 국가재해기금(National Disaster Fund)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였다. 기금의 실행 가능성 검토를 위해 보험협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금 도

입 대신 보험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보험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였

다. 이때의 정부와 보험협회간 협정을 Gentlemen’s Agreement라고 하는데, 2000년까

지 지속되었다. 이번에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단기적이고 이해집단 간 타

협에 의한 임시방편적인 방안이 채택되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홍수위험

을 보장하는 가재보험을 모든 영구 거주 건축물(Permanently Occupied Properties)을 

대상으로 보장금액 100파운드 당 보험료 25펜스의 요율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단, 위

험지역의 경우에는 100파운드 당 50펜스의 요율로 판매하였다. 또한 아주 위험한 지

역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보험의 보장 대상에 홍수위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상업이나 산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홍수보험도 판매하기로 하였다. 단, 위험지역

은 제외할 수 있었다. 

1961년의 Gentlemen’s Agreement에 의해 홍수보험시장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이후 홍수 경험 과정에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이 드러났다. 1968년 홍수 피

해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홍수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Ashton Vale지역

의 경우 단지 43%만이 홍수위험을 보장하는 가재 및 건물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낮은 

위험인식, 높은 보험료 등이 저조한 가입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홍수위험을 건물보

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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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상황에서 상당수 가구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홍수위험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1968년의 홍수는 국가재해기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으나 이번에도 보

험산업 차원에서 홍수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

2) Statement of Principles72)

1961년에 체결된 Gentlemen’s Agreement 체제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0년 들어

와서이다. 변화의 동인은 2000년 홍수 피해였는데, 당시 보험산업에 대한 여론은 비교

적 우호적이었던 반면, 정부에 대해서는 홍수위험 경고, 홍수방지시설 미비, 잘못된 국

토계획 등을 이유로 비판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보험산업 간 협상력에 변화가 

생겼다. 보험산업의 협상력이 증가하면서 홍수보험의 적극적 판매에 대한 대가로 홍수

방지시설 투자확대 등 홍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명시적인 노력을 요구하였

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정이 2002년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의 명칭은  Statement of 

Principles on the Provision of Flood Insurance(이하 ‘SoP’이라 함)였다. SoP체제는 

2016년 Flood Re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새로운 협정하에서 보험산업은 일정 기준의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보다 위험

수준이 낮은 지역에 한해 홍수보험 판매를 보장하였다. 이때의 기준위험은 75년에 한 

번 꼴로 홍수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협정의 효력은 3년이었기 때문에 2005년 정부와 보험산업은 재협상에 들어갔으며 

2006년 갱신되었다. 보험산업의 의무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보다 강화되었다. 홍수방지시설투자, 국토계획, 위험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노

력을 매년 점검토록 하였다.

2008년 정부와 보험산업은 협정의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보험산업은 이전의 협정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 체결된 SoP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갱신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72) 2000년 이후 영국 홍수보험 역사는 Penning-Rowsell et al.(2014)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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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ood Re73)

정부와 보험산업은 SoP의 효력이 완전히 만료되는 2013년 이후의 홍수보험 시스템 

마련을 위해 2010년 Flood Summit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홍수보험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3년 6월 마침내 합의

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은 일단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Flood Re의 형태

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2014 Water Act의 파트 4에 추가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그리

고 1년의 시험 운영 후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Flood Re는 일종의 재보험 기구(Reinsurance Vehicle)이고, 목적은 약 2%에 해당되

는 고위험 건축물을 대상으로 홍수보험을 공급하는 데 있다. 운영은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가계에 홍수보험을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Flood Re가 개입하지는 않

는다. 가계에 홍수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민영보험회사가 담당한다. 

민영보험회사는 가계로부터 홍수보험을 인수한 다음 해당 물건을 자신이 보유할지 

아니면 Flood Re로 넘길지를 결정한다. Flood Re로 넘길 경우 재보험료는 위험을 완

전히 반영한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고정 요율이 적용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위험 가구의 경우 위험을 완전히 반영한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사실상 홍수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 때 필요한 재원은 홍수보험을 판매하는 민영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계약 건당 10.5 

파운드의 부과금(Levy)을 Flood Re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 큰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재보험료와 부과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소진되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경

우에는 사후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추가적인 재원을 Flood Re에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Flood Re는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고, 2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 기구이

다. 25년 내에 현재 상태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는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lood Re가 고위험 가구의 홍수보험 구입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다음

73) Flood Re 관련 내용은 Mantegazza(2017)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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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점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보험료를 직접 깎아줌으로 인해 고위

험 가구의 왜곡된 홍수위험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홍수위험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인데 Flood Re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인

센티브 제도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25년 후 완전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의 이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라. 소결

미국과 영국의 홍수보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최

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수단으로 보험, 공제, 준비금의 세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수단을 모두 허용하더라도 장

기적으로는 보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여겨진다. 왜냐하면 피

해구제 기능만 놓고 보면 준비금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위험 전달 기능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보험이 준비금에 비해 우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이버위험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은 사이버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이버위험을 줄이지 않고서는 홍수보험 사례에서 보았듯이 보험제도의 존속이 어렵

다. 따라서 의무보험 도입만으로는 사이버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며, 보완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세제지원의 조건으로 사이버보험 가입과 함께 

NIST의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준수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책의 목적이 단순

히 피해구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이버위험 완화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이버보

험은 피해구제와 위험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NIST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준수는 위

험 완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무보험 도입과 함께 사이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안으로는 세제지원, 사이버 사고 방

지 시설 투자 시 정책금융을 통한 장기 저리 대출, 바우처 제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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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시장

가. 검토배경

개인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는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국내 선행연구는 거

의 없는 것 같다. 설문조사를 통한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조사조차도 없다. 

본고에서는 2,44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험 인식 및 사이버보험 수요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74)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이버 사고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사이버 금융범죄, 둘째는 사이버 폭력, 셋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시 정보유출이다.

나. 사이버위험 인식 및 사이버보험 수요

1)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금융범죄란 전화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이버 금융범죄 가운데 하

나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자가 소비자를 속여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다. 만약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2440명 가운데 사이버 금융범죄에 의해 금전적 손실의 피해를 경험한 응

답자는 총 25명이었다. 향후 피해자가 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가능

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보다는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74) 동향분석실(2018)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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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주: 전체 샘플 수는 2,440명임
자료: 동향분석실(2018)

조사 대상 가운데 11명만이 현재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었

다.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 판매

사실의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단지 8.4%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림 Ⅳ-2>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 판매 사실의 인지 여부  

주: 현재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2,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동향분석실(2018)

현재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2,224명을 대

상으로 보험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211명이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입 의향이 있는 21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만을 보장하는 단



104 연구보고서 2018-21

독형 보험상품과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형 보험에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 가운데 어떤 형태로 구입하기 원하

는지 조사하였는데,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방식

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단독형에 대한 수요가 약 50% 존재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여겨진다.

<그림 Ⅳ-3>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 희망 구입형태 

주: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 구입 의향이 있는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동향분석실(2018)

2)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적대적인 표

현 및 태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이버 폭력인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인

터넷 공간에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다.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경찰에 의해 범죄사실

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조사대상 2,440명 가운데 사이버 폭력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총 31명이었

다. 향후 피해자가 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보다는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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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사이버 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주: 전체 샘플 수는 2,440명임
자료: 동향분석실(2018)

조사 대상 가운데 5명만이 현재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다. 현

재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 판매사실의 인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단지 5.3%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현재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2,307명을 대상으

로 보험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99명이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입 의향이 

있는 9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만을 보장하는 단독형 보험상품과 화

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형 보험에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특약

으로 추가하는 방식 가운데 어떤 형태로 구입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였는데, 단독형

에 대한 수요가 약 34.3%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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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 판매 사실의 인지 여부 

주: 현재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2,4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동향분석실(2018)

<그림 Ⅳ-6>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 희망 구입형태 

주: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 구입 의향이 있는 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동향분석실(2018)

3)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의 형태로 몸에 부착하여 이용할 수 있

는 전자기기를 의미하는데, 이 기기에 개인의 건강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손목에 차고 있으면, 평상시 나의 혈압이나 기

타 건강 관련 정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저장된다. 단,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

용 시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해킹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시 자신의 건강정보

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보다는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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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중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주: 전체 샘플 수는 2,440명임
자료: 동향분석실(2018)

다. 소결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폭력,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위험인식 

및 보험수요에 대해 조사했는데,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조사대상자 가운데 보험상품 가입자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 미가입자 가운데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도 낮았다.

셋째, 사이버위험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사실을 모르고 있던 가입자에게 구입의향을 

물어본 결과 일부 응답자의 경우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잠재적인 수요가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보험상품 구입 형태의 경우 단독형과 특약형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단

독형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108 연구보고서 2018-21

3. 공공부문

가. 검토배경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책임 관련 의무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무화 조항 도입의 다음 대상인 개인정

보보호법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 

분야의 일반법으로서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할 때, 적용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 피해구제 수단의 의무화 조항 도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서 선행연구 등에서는75) 순차적인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우선적인 대상 가운데 하나

가 공공기관이었다.76)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관련 사이버보험을 별도의 이슈 가운데 하나

로 다루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 등에서는 공공기관도 다른 경제주체들과 유사한 관

점에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보호 규제체계77) 

최근 들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이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공공데

이터이다. 공공부문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으나, 혁신적인 활용에 있

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75) 이기형 외(2010)

76) 이기형 외(2010)는 공공기관의 의무화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2단계
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단계에서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도입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77) 임준(2016, 2017)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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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Government Data) 운동이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78)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Barak Obama)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면서 정부 데이터

의 공개를 명령하였고, 그 결과 data.gov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시작 당시 

약 47개였던 데이터 집합(Data Set)이 2012년에는 172개 기관의 약 45만 개로 증가하

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유럽대륙, 호주, 브라질, 칠레, 케냐 등에서도 공공데이터 개

방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Tim Berners-Lee)가 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3.0’이라는 타이틀 아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

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운동이 펼쳐졌다. 2013년 6월 정부3.0 비

전 선포와 정부3.0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고, 2014년 7월 민·관 위원회인 정부3.0 추진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개방이 시급한 국가 중

점 데이터 36개 분야를79)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보,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의료정보 등이 해당된다.8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를 예로 들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약 2%에 해당되는 약 100만 명의 진료내역정보, 약품처방내역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료내역정보에는 진료과목코드, 주상병코드, 요양일수 등

이 포함되고, 약품처방내역정보에는 약품일반성분명코드, 1회 투약량 등이 포함되며, 

건강검진정보에는 신장, 체중 등이 포함되는데 총 항목 수는 62개이다. 홈페이지의 홍

78) Mayer-Schönberger and Cukier(2013)

79) 36대 국가중점데이터에는 건축정보(국토교통부), 국민건강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상권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정보(해양수산부), 실시간수도정보(한국수자원공사), 농수축산 
경락 및 조사가격정보(농림축산식품부), 등산로 및 국가생물종 정보(산림청), 부동산종합정
보(국토교통부), 통합재정정보(기획재정부), 지방행정정보(행정안전부), 법령정보(법제처), 부
동산거래관리정보(국토교통부), 지방재정정보(행정안전부), 식의약품종합정보(식품의약안전
처), 도로명주소정보(행정안전부), 산업재산권정보(특허청), 노동보험정보(근로복지공단), 국
가통계종합정보(통계청), 재난관리정보(국민안전처), 교육행정정보(교육부), 음식물쓰레기정
보(한국환경공단), 국가공간정보(국토교통부), 해양공간정보(해양수산부), 기상정보(기상청), 

국가종합전자조달정보(조달청), 수출입무역통계(관세청), 국민의료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정보(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정보(한국고용정보원), 도시계획정보(국토교통부), 사
회보장정보(사회보장정보원), 산업기술정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통사고정보(사이버경찰
청), 지진대피소정보(행정안전부), 생태자연도(환경부) 등이 해당됨

80)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집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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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내용으로는 제약회사의 경우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 전략을 수립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하에서는 큰 혁신 효과를 얻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좀 더 큰 혁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데이터81)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주로 가공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마이

크로 데이터의 개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편이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 등 사람과 관

계된 정보의 경우 개방에 있어서 더욱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상

품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나 건강 관련 마이크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보험회사가 상업

용 목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정보보호 규제체계하에서는 적극적인 데이터의 개방과 혁신적인 활용에 한

계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82)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법(Privacy Laws)의 핵심적 원칙은 

정보주체인 개인들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었다. 즉,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

지, 제공한다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개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이 실제적인 제도로 구현된 형태는 ‘통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 방식이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데이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전통적

인 정보보호 접근법인 ‘통지와 동의’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83) 

데이터라는 자원은 다른 자원과 달리 1차적 목적보다는 부차적 목적에서의 활용을 통

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기존 동의 방식하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가치

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입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용

81) 마이크로 데이터(Miro Data)란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논리
오류 등을 제거하여 작성한 기초 데이터를 의미함

82) Center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2016)

83) Mayer-Schönberger and Cukie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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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지 않다. 부차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번거

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집 당시 미래의 잠재적인 활용 목적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래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지 수집 당시

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존의 정보보호 접근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에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84)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한다

는 것의 의미는 데이터의 활용의 혜택(Benefits)과 피해(Harms)를 비교 분석하여 혜택

이 피해보다 클 경우 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이 암묵적인 규제 

목표를 위험 제로(Zero)에 두었다면, 위험관리 기법에 기반을 둔 규제의 경우에는 위

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규제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수용하게 

된다. 

위험관리에 기반을 둔 규제체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위험은 수용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 체계의 확립과 이를 위한 리스크 재무(Risk Financing)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다. 리스크 재무

리스크 재무란 발생한 손실의 재무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복구하는 것을 의

미한다.85) 리스크 재무는 크게 리스크 보유(Risk Retention)와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이며, 리스크 보유에는 기금적립, 자가보험(Captive Insurance), 공제 등이 

해당되며, 리스크 전가의 경우에는 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집적자를 넘어 적극적인 정보 제공자로 전

환할 경우 적절한 리스크 재무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에서 위

험을 부담하기는 다소 버거울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

84) Center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2016)

85) 이경룡(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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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자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지원 재보험풀(Government-Backed Reinsurance 

Pool)이다.  

1) 자가보험

가) 자가보험의 유형86)

자가보험회사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나 일반

적으로는 모회사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험회사로 정의할 수 있다.87) 자

가보험회사의 증가와 감소는 일반 보험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의 경우 1970년대 보험회사들이 위험 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가보험이 급속

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보험회사들이 위험인수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

이자 자가보험은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가 유행하면서 자가보험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자가보험회사는 원수보험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고, 재보험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다. 재보험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에는 원수보험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에 

비해 규제측면에서 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원수보험회사를 통해서 

모기업의 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원수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86) Banks(2004)에서 인용함

87) Ik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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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자가보험회사 형태: 원수보험회사 vs. 재보험회사

자료: Banks(2004)

자가보험은 소유기업 수와 이용기업 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소유기업도 하나이고 이용기업도 하나인 단순 자가보험(Pure Captive)이다.   

<그림 Ⅳ-9> 자가보험회사의 소유기업과 이용기업 수에 의한 자가보험의 유형 구분

자료: Bank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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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은 자매 자가보험(Sister Captive)이다. 소유기업은 단순 자가보험과 마

찬가지로 하나지만, 이용기업은 여러 개인 경우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모기업이 자

가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자가보험회사가 모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과 계열관계에 있

는 자회사의 위험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림 Ⅳ-10> 자매 자가보험(Sister Captive) 

자료: Banks(2004)

세 번째 유형은 소유기업도 여러 개이고, 이용기업도 여러 개인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그룹 자가보험(Group Captive)이다. 이 경우 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소유 관계에 있지 않는 기업들도 자가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상호보험회

사(Mutual Insurance Company)도 이 유형에 속하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룹 자

가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집단이 위험 풀(Insurance Pool)의 이점을 위해 형성

하게 되는데, 에너지 자가보험, 항공 자가보험, 의료과실 자가보험 등이 산업별 그룹 

자가보험의 예이다.

그룹 자가보험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로 위험 보유 그룹(Risk Retention Groups)이 

있다. 기본 구조는 그룹 자가보험과 동일하다. 그러나 담보가 배상책임으로 국한되어 

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 위기(Liability Insurance Crisis)가 발생

하자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상범위 등을 줄이거나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서, 지자체, 항공, 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후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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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Act of 1986의 제정을 통해 특별 배상책임 상호보험회사(Special Liability 

Mutual Insurance Company)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림 Ⅳ-11> 그룹 자가보험(Group Captive) 

자료: Banks(2004)

네 번째 유형은 최근에 등장한 유형으로 ‘임대(For Hire)’ 자가보험이다. 이 유형에는 

Rent-a-Captive(이하 ‘RAC’이라 함)와 Protected Cell Company(이하 ‘PCC’이라 함)가 

있다. 임대 자가보험은 위험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싶

으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번거로움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RAC의 경우 세 번째 유형인 그룹 자가보험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용기

업들과 자가재보험회사 간에 소유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자가재보험회사는 이용

기업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 자가재보험회사는 대개 재보험회사나 브

로커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 자가보험의 두 번째 유형은 PCC인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RAC와 구조가 동

일하다. RAC의 경우에는 이용기업들의 준비금 계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한 

이용기업이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다른 이용기업의 계좌에 적립

되어 있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PCC의 경우에는 이용기업들의 준비금 계좌

가 법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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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Rent-a-Captive 

자료: Banks(2004)

<그림 Ⅳ-13> Protected Cell Company 

자료: Banks(2004)

위의 유형들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의 사이버위험 보유를 위한 자가보험의 유형으로

는 그룹 자가보험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이 자가보험회사를 설립하고 보

험풀을 만들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6대 국가중점 데이터의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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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가 보험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자가보험 관리를 민간 재

보험회사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 호주사례

호주 주정부들은 공공기관의 리스크 재무 방식으로 자가보험을 선택하였다. 여기서

는 Queensland 주정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88) Queensland 주정부는 2001년 자

가보험 프로그램으로 Queensland Government Insurance Fund(이하 ‘QGIF’이라 함)

를 설립하였다. 모든 주정부 부처(Departments)는 의무적으로 QGIF에 보험 가입을 해

야 한다. 법정기구(Statutory Bodies)의 경우에는 QGIF에 참여할 수도 있고, 민간 보험

시장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다. QGIF에서 담보하는 위험들에는 재물(Property), 

일반 배상책임(General Liability), 전문직 배상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해 및 질

병(Accident and Illness), 항공(Aviation), 해상(Marine) 등이 있다.

2011년 일련의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서, 도로 등을 포함한 공공자산(Public Assets)

의 리스크 재무와 관련하여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NDRRA)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였다.

한편, 최근 주요 위험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사이버위험의 경우에는 재물 및 일반 

배상책임 보험의 담보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보장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에는 조

사비용, 위기관리 및 언론 대응 비용, 자산복구, 업무중단, 소송비용, 제3자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다. 

호주사례의 경우 사이버위험만을 위해 자가보험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공공기관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리스크 재무 방식으로서 자가 보험회사의 도입 논

거 사례로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보다는 국내 도입이 결정되고 나서 조직이나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하나의 참고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하였다.

88) https://www.qgif.qld.gov.au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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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원 재보험풀: 영국의 Pool Re 사례89)

공공기관 사이버위험 관련 리스크 재무 방식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지원 재보

험풀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국의 Pool Re 사례를 통해 그 구조에 대한 힌

트를 얻고자 한다.

가) 개요

영국의 Pool Re는 1992년 IRA의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폭탄 테러 이후 

보험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1993년 설립하였다. Pool Re는 영국의 손해보험회사와 

로이즈가 출자해서 만든 상호회사 형태의 재보험회사(Mutual Reinsurer)이다.

2016년 6월 현재 Pool Re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해액의 규모가 1.5억 파운드까지

는 Pool Re에 참여한 보험회사들이 부담한다. 1.5억 파운드에서부터 6.5억 파운드까지

의 구간에 해당하는 5억 파운드에 대해서는 Pool Re에서 부담하고, 6.5억 파운드를 초

과하는 피해액 가운데 추가적으로 20억 파운드까지는 스위스리 등과 같은 민간 재보험

회사에 출재한 재재보험을 통해 해결한다. 그리고 민간 재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구간을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Pool Re가 보유한 준비금으로는 추가적으로 55억 

파운드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그림 Ⅳ-14> Pool Re 구조 

주: 2016년 6월 현재
자료: Pool Re 홈페이지

89) 위키피디아와 Pool Re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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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생배경

Pool Re는 1990년대 초 런던과 잉글랜드 여타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 

이후 설립되었다. 당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과 미래 손실에 대한 신뢰할만한 추정 방법의 부재로 인해 테러위험 보장의 중

단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테러위험 보험 판매를 중단할 경우 영국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새로운 테러위험 보험체계의 고안

이 절실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고 보고 민관 협력모델인 Pool Re를 도입하게 되었다. 

다) 변천과정

Pool Re는 2001년 9/11 사건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화재나 

폭발(Fire or Explosion)에 의한 피해만 Pool Re에서 보상하였고, 다른 유형의 테러에 

대해서는 글로벌 재보험시장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러나 9/11 사건 이후 글로벌 재보

험회사들이 테러위험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화재나 

폭발 이외의 테러 유형에 대한 보장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산업, 보험수요자인 기업, 정부, Pool Re가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2년 7월 Pool Re의 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화학(Chemical), 미생물(Biological), 방사능

(Radiological), 핵(Nuclear) 관련 테러 공격도 보장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017년 11월 15일에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ism)도 Pool Re의 보장 대상에 포

함되었다.

라. 소결

공공부문의 경우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

가게 되어 있다. 문제는 피해복구 및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사전적으로 준비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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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조달할 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사후적인(Ex Post) 

재원조달보다는 사전적인(Ex Ante) 리스크 재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공부문의 사전 리스크 재무 방식(Ex Ante Risk Financing)은 공적 개입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적 개입의 정도가 가장 약한 형태로 의

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보험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만 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사후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

식이다.

두 번째는 영국의 Pool Re 사례에서처럼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민영보험회사

들이 재보험풀(Reinsurance Pool)을 만들어, 1차적으로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부담하

고, 그 다음은 재보험풀에서 담당하고, 그것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담당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공적개입의 정도가 가장 강한 형태로 공공부문의 사이버위험을 공공부문

이 자가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그룹 자가보험회사가 하나

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공공데이터의 집적자 역할만 한다면, 첫 번째 방

식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집적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이버위험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럴 경우 두 번째나 세 번째 방식이 대

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여겨진다.

현재 공공정보와 관련해서는 비식별 조치 등 활용과 관련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병행하여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재무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공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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