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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석면 관련 손해액 
증가 전망

이아름 연구원

글로벌 이슈

A.M. Best는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석면 관련 손해액의 최종 추정치를 1,000억 달러로 상향한 가운데, 향후 석

면 관련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최근 석면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와 더불어 석

면 관련 의학 기술 발전으로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향후에도 석면 관련 손해액은 소송 증가, 기

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관련 지급

준비금 확충이 필요함.

 A.M. Best1)는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석면 관련 손해액의 최종 추정치를 1,000억 달러로 상향한 가운데, 

향후 석면 관련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5년 석면 손해액의 최종 추정치는 1,00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4년 추정치보다 

150억 달러 증가한 금액임.

 향후 석면 관련 손해액은 석면 관련 질병 발생 및 의료비 증대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 증가로 지

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석면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와 더불어 석면 관련 의학 기술 발전으로 보험금 청구 건수

가 늘어나고 있음.

 2016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화학약품관리법인 ｢유해물질규제법｣2)을 개정한 ｢21세기 화학

약품안전법｣3)을 통과시켰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4)은 석면과 같은 유해화학

1) A.M. Best(2016. 11. 22), “A.M. Best Increases Estimate for Net Ultimate Asbestos Losses to $100 Billion”, 
http://www.ambest.com.

2) ｢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
3) ｢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4)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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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이와 더불어 치료 개선, 약물 조합, 조기 진단 등 석면 관련 의학 기술 발전으로 과거 예상치보다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향후에도 석면 관련 손해액은 소송 증가,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보험금 청구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

대될 것으로 보이며, 석면으로 인한 환경 관련 손해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2016년 1월 미국 하원은 석면 희생자에 대한 법적보상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석면 배상책임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

 석면 노출에 따른 악영향 및 관련 질병은 긴 잠복기로 인해 장기간 후에 나타는데, 과거에는 석면

에 노출된 사람들이 건강문제로 사망하였지만, 최근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전에 석면 노출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석면으로 인한 환경 관련 피해는 과거 예상치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소송으로 합의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관련 손해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석면 관련 손해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관련 지급준비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손해보험회사의 석면 관련 손해보상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손해액이 커짐에 따라 석면 관련 지급준

비금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11년 대비 2015년 석면 관련 지급준비금은 9% 감소한 213억 달러를 기록함.

 석면 관련 지급준비금 제도가 강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재 상태의 손해보상금 지급이 지속

된다면, 석면 관련 지급준비금은 8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업계는 관련 지급준비

금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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