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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사이버공격의 피해가 사이버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되고, 정보 유출 피해에 그치

지 않고 재물 및 신체손해를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존 기업보험에서는 사

이버사고로 인한 재물･신체･배상책임담보를 면책하는 추세인데다, 단독 사이버보험은 정

보 침해 관련 배상책임 또는 랜섬 및 비용 보장에 집중한 채 재물 및 신체 손해 담보 제공

에는 소극적이다.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은 재래식 전쟁약관 적용 여부를 두고 소송 중에 

있다. 이처럼 보험산업은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을 보장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반

면, 2010년대 들어 사이버공격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사고의 빈도 및 심도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자국에

서 이미 운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해 재보험담보 및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표 Ⅲ-1> 

참조). 아마도 공사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이버사고를 동 프

로그램의 손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용이한 접근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또한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보험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하기에는 사이버

리스크와 사이버보험 시장이 너무도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하 다. 지금까지 저자가 살

펴본 바로는, 별도의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이버공격

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공급자 또는 공급지원자로 참여한 사례는 없다.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보 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국

가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의 심각성을 파악할 겨를조차 없

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미국, 호주, 국, 프랑스 등 보험선도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각국 정부의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 방법 및 범위, 기

저논리와 근거, 의사결정의 과정, 고려사항 및 한계, 보장범위 확대 여지 등을 살펴본다. 

미국과 호주는 현재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개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국가

이면서, 주요 논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검토의 실익이 크다. 이미 정부가 사이버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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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즘에 대해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 범위 

확대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사고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보장도 제공하

고 있지 않은 호주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5년여에 걸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보험 

시장의 주 수요자이기도 하지만, 최근 진화된 사이버공격의 주요 표적이기도 한 만큼, 정

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개입에 대한 논의가 가장 적극적이다. 국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달리 9･11 테러리즘 이전인 1993년에 테러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랑스는 1986년

부터 테러보험 담보 제공 및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 다. 그만큼 테러리즘에 민감한 

국가들이다. 이 두 국가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수법이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이

동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상응한 보장을 제공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국, 프랑스 등은 기존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에 사

이버공격을 보장손인으로서 추가했을 뿐이다. 기존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은 물리

적 테러리즘을 계기로 설계･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사이버리스크의 보장공백을 모두 

포함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사이버행위가 테러리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아닌 경우, 인간의 실수에 의한 대규

모 사이버사고, 범죄조직의 대규모 금전 목적 랜섬웨어 공격, 또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은 정작 프로그램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주요국은 이러한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에 매몰되지 않고 동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다. 

이하에서 살펴볼 보험선도국들의 이러한 논의는 물리적 공격과 대조되는 사이버공격의 

이질적 특성을 선명화함으로써 향후 사이버리스크에 부합한 프로그램 설계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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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테러보험 프로그램 사이버사고 보장 보장 
확대 
논의 
중

정부 역할 보장손해 여부 손해

미국 재보험자
PD･BI･

배상책임･
신체손해

2017년부터 테러보험 프로그램 
적격보험에 단독 사이버보험을 포함

PD･BI･ 
배상책임･ 
신체손해

○

영국 
(GB)

유동성 
제공자

PD･BI･ 
NDBI

2018년부터 RDI담보를 제공,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도 프로그램 
적용 

PD･BI
(무형자산

제외)
○

프랑스
재보험자 
(지급보증)

PD･BI
법상 테러리즘 정의에 Computer 
Offense를 명시적으로 포함

PD･BI -

독일 재보험자 PD･BI
문제의 사이버공격이 프로그램에서 정한 
테러리즘 정의에 부합하다고 Extremus 
AG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 

- -

호주
재보험자 
(지급보증)

PD･BI
현재 사이버 테러리즘은 테러보험 
프로그램 적용이 배제되나, 적용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

- ○

스페인
원보험자 
(지급보증)

PD･BI･
신체손해

문제의 사이버공격이 법상 테러리즘 
정의에 부합하다고 CCS(국영 
재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적용

PD･BI･ 
신체손해

-

주: PD(Property Damage)는 재물손해, BI(Business Interruption)은 재물손해로 인한 영업중단손해를, NDBI(N

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는 물리적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영업중단손해를 의미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표 Ⅲ-1>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1. 미국

가. 사이버보험 시장 

1) 보험가입

2002년 세계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보안위반통지법(California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Act 2002, California SB 1386)이 제정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 개인

정보 침해에 따른 기업의 통지의무, 위반 시 처벌, 민사소송 제기 근거 등을 규정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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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증가하 다. 통지 비용, 벌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등 전통적인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보장하는 단독 사이

버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 다. 나아가 2006년을 시작으로 ISO가 표준 업배상책임보

험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담보(담보 A)에 전자적 데이터 면책을 추가하는 등 

기존 기업보험에서 사이버사고 관련 면책이 추가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단독 사이버보험

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미국은 원수보험료 기준 세계 단독 사이버보험 시장의 약 90%

를 차지한다. 

미국 기업은 사이버보험 시장의 주 수요자로, 전 세계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의 약 90%

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의 보험금 청구빈도나 청구내용은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

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상 가능하게 한다. 미국 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

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는 재부무 내 FIO(Federal Insurance Office, 연방보험국)

에서 2017년부터 명시적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현

재 FIO 자료는 2019년까지만 공개되어, 이하에서는 보다 최근의 자료를 포함한 AM 

Best(2021)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명시적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27억 달러에 이른다(<그림 Ⅲ

-1> 참조). 이는 동기간 급격한 요율 인상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을 통해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Ⅲ-2> 참조). 대형 보험중개사 고객의 

명시적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20년 47%로, 2016년 2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Ⅲ-3> 참조). 그러나 명시적 사이버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재물보험의 1%에 미치지 

못하며,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7%로, 2018년(8.8%)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

나 2015~2016년 27.4%, 2016~2017년 36.6%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증가율이다. 사이버

보험 원수보험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8.8~36.6%에 분포하여 

신흥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반면,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타 기업보험

은 2.9~6.4%에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명시적 사이버보험에서 단독 사이버보

험의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60%로 2017년(54%)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사이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2015년 322개사에서 2017년 507개, 2019년 580개사

로 증가하 다(FIO 2020a). 그러나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은 상위 5개사가 2020년 기준 시

장점유율 48.1%, 상위 10개사가 68.3%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된 시장이다(<표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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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좌축은 원수보험료(USD 1,000), 우축은 원수보험료 연간변화율(%)임 

자료: AM Best(2021)

<그림 Ⅲ-1> 미국 명시적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

주: 맥락상 명시적 사이버보험의 요율 변화로 추정됨 

자료: Council of Insurance Agents&Brokers(2021)

<그림 Ⅲ-2>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사이버보험 분기별 요율 변화율

(단위: %)

자료: GAO(2021)

<그림 Ⅲ-3> 대형 보험중개사 고객의 명시적 사이버보험 가입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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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고

요율 인상과 리스크 기반 수요 증가에 따른 사이버보험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보험산업의 

언더라이팅 및 보유 리스크를 의미한다. 급격한 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험 가입

률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버리스크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험산업 관점에서는 사

이버사고 언더라이팅 및 보유 리스크 증가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다. 

명시적 사이버보험의 보험금 청구빈도(보유계약 100건당 청구 건수)가 단독･패키지 여부

에 상관없이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단독형이 2020년 기준 6%로 패키지형

(0.3%)보다 현저히 높다(<그림 Ⅲ-4> 참조). 단독형의 보험금 청구빈도는 2016년 1.8%에

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6.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감소하고, 패키지형은 동기간 

0.16~0.28%에 분포한다. 

주: 좌축은 보유계약 건수(100건), 우축은 보유계약 건수 대비 보험금 청구 건수의 비율(%)임 

자료: AM Best(2021)

<그림 Ⅲ-4> 미국 명시적 사이버보험 계약 건수 및 사고 빈도

지난 5년간 사이버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19% 증가하 다. 동기간 사이버보험 청구

건수는 2016년 5,955건에서 2020년 21,920건으로 연평균 38.5% 증가하 다(<그림 Ⅲ

-5> 참조). 증권 유형별로는 단독형이 43%, 패키지형이 34%로 단독형에서 보험금 청구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 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양상의 변화를 보험금 청구내용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사이버

보험 청구건을 담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찰기간 동안 당사자(1st-party) 담보가 배상책

임(3rd-party)에 비해 높다(<그림 Ⅲ-5> 참조). 전체 청구건수 대비 당사자 담보 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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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2016년 55%에서 2020년 75%로 급격히 증가하 다. 2020년의 경우 보험금 청

구건의 대부분이 당사자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사이버보험 청구건의 대부

분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2016~2020년 기간 동

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랜섬웨어 공

격으로 인해 기업활동중단에 따른 손해, 데이터 및 시스템 손상 등을 회복하기 위한 보험

금 청구가 보다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의 손해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사이버보험 시장 내 상위 5개사의 2020년 기준 손해율은 78.3%로 전년 대비 

33%p 증가하 다(<표 Ⅲ-2> 참조). 산업 전체 손해율은 2020년 67.8%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하 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사가 비교적 높은 손해율을 보인다. 또한 단독형의 

손해율은 73%로, 패키지형(59%)에 비해 14%p 높다. 

주: 좌축은 청구 건수, 우축은 전체 청구 건수 대비 당사자담보 청구 건수의 비율(%)임 

자료: AM Best(2021)

<그림 Ⅲ-5> 미국 명시적 사이버보험의 증권 및 담보 유형별 청구 건수 

사이버보험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DCC(Defense and Cost Containment, 방어 및 비

용절감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CC는 법률 비용, 법원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Expert 

witnesses), 조사 비용, 기록보존 비용(Records duplications), 재판준비 비용 등을 포함한다. 

2016~2020년 기간 동안 발생손실액 대비 DCC의 비율은 0.5~12.7%에 분포하며, 지급보험

금 대비 DCC의 비율은 0.09~0.28%에 분포한다(<그림 Ⅲ-6> 참조). AM Best(2021)는 사이버

보험의 높은 DCC 비율이 사이버담보의 모호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한다. 



Ⅲ.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67

주: 1) 좌측은 발생손실액 대비 DCC 비율(%), 우측은 지급보험금 대비 DCC 비율(%)임 

2) DCC(Defense and Cost Containment, 방어 및 비용절감 비용)는 법률 비용, 법원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

(Expert witnesses), 조사 비용, 기록보존 비용(Records duplications), 재판준비 비용 등을 포함함  

자료: AM Best(2021)

<그림 Ⅲ-6> 미국 사이버보험의 방어비용

보험회사
2020
원수

보험료1)

원수
보험료 
변화율

시장
점유율

단독 
비율

2019 
손해율

2020 
손해율

2020 
합산
비율

Chubb INA Group 404.1 13.3 14.8 0.0 31.8 61.0 84.8

XL Reinsurance America Group 293.0 27.6 10.8 100.0 68.5 98.2 123.0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228.4 0.5 8.4 99.2 55.7 100.6 125.8

Travelers Group 206.8 15.8 7.6 81.2 34.5 85.5 117.2

Beazley USA Insurance Group 177.7 17.8 6.5 95.0 30.0 47.9 75.1

AXIS US Operations 133.6 37.2 4.9 67.3 29.3 46.2 73.1

CNA Insurance Companies 119.6 26.3 4.4 15.2 56.5 106.1 133.5

Fairfax Financial (USA) Group 108.5 66.7 4.0 99.9 54.8 55.7 80.7

Hartford Insurance Group 102.9 78.8 3.8 10.7 34.7 29.4 59.9

BCS Financial Group 86.6 13.8 3.2 57.7 54.9 59.1 85.8

Sompo Holdings US Group 72.6 46.0 2.7 100.0 43.5 114.1 136.4

Tokio Marine US PC Group 65.7 24.9 2.4 48.1 32.9 48.8 75.6

Zurich Insurance US PC Group 64.4 30.9 2.4 89.2 89.3 40.4 63.1

Liberty Mutual Insurance Companies 41.9 -38.8 1.5 41.7 56.0 30.0 64.9

Aspen US Insurance Group 39.3 101.0 1.4 99.6 4.2 29.6 56.9

Berkshire Hathaway Insurance Group 37.4 19.9 1.4 29.8 129.6 25.8 42.7

Markel Corporation Group 29.7 52.2 1.1 74.9 33.9 38.0 68.4

Everest Re U.S. Group 28.2 151.8 1.0 100.0 15.2 48.0 74.8

The Cincinnati Insurance Companies 24.9 14.9 0.9 0.0 15.4 24.6 56.0

Swiss Reinsurance Group 23.7 72.6 0.9 100.0 99.3 42.6 70.5

Top 5 1,310.2 14.6 48.1 66.0 44.6 78.3 104.1

Top 10 1,861.3 20.5 68.3 60.8 45.4 74.5 100.7

Top 20 2,289.0 21.2 84.0 59.0 47.4 70.2 96.1

Total Standalone 1,605.3 26.9 58.9 - -　 73.0 99.5

Total Package 1,117.3 13.5 41.0 - -　 59.0 85.4

Total P/C Industry 2,724.7 21.2 100.0 58.9 44.8 67.8 94.2

 주: 1) 원수보험료 단위는 1,000달러임

자료: AM Best(2021)

<표 Ⅲ-2> 미국 주요 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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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개입

1) 테러보험 프로그램 

2001년 9･11 테러리즘으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약 230억 달러로, 역대 테러공격 중 최대

보험손해액을 기록하 다. 손실을 입은 보험회사들과 재보험회사들이 기존의 포괄위험 

담보방식의 보험상품들의 보장범위에서 테러리즘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거나 테러보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 다. 9･11 테러리즘 이후 보험회사는 기업보험 약관에 테러면책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주보험당국에 승인을 요청하 고, 그 결과 2002년

까지 45개주가 이를 승인하 다. 9･11 테러리즘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보험회사

가 기업보험에 테러면책조항을 추가하자,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었던 건설 프로젝트, 부동

산 거래들이 취소･지연되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이에 2002년 6월 의회는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테러위험보험법, S.B. 

2600)을 제정하여, 모든 기업보험에 테러리즘 담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재보험회

사로 시장에 참여하여 보험회사에 비례방식의 재보험담보를 제공하는 테러보험 프로그램 

TRIP(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을 만들었다. 정부는 테러리즘으로 인한 지급 

보험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산업 20%, 정부 80% 비율로 손실을 분담한다. 

TRIP 적용대상 보험은 기업용 P&C보험(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으로 제한된다. 

화재보험, 기업종합보험(배상책임 포함), 산재보험, 해상보험, 생산자배상책임보험, 항공보

험, 보일러 및 기계보험 등 대부분의 기업성 재물보험이 TRIP 적격 보험종목에 해당한다. 테

러리즘으로 인해 원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계약내

용에 따라 재물손해, 업중단손해, CBI, NDBI,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테러리즘으로 인한 인적피해도 보장한다. 다만, NAIC가 분류한 P&C보험 중에서 연방농작

물보험, 민 모기지보험, 권원보험, 모노라인 금융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금융보증보험

(Financial guarantee), 의료과실보험, 건강 및 생명보험(단체 생명보험 포함), 국가홍수보험

법(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에 의거한 홍수보험, 재보험 또는 재재보험, 상업

용 자동차보험, 도난 및 강도 보험, 보증보험(Surety insurance), 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Officers liability)을 제외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농장주 다

중위험보험(Farm-owners multiple peril insurance) 등은 TRIP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45)

45) TRIA Section 102(11)(xi)(excluding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3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50.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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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 적격 테러리즘 사고는 재무부장관,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검찰(Attorney General) 간 협의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TRIP 

적용대상 테러리즘은 ‘미국 시민을 협박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향을 미치기 위해 미국의 토 내 혹은 미국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 내에서의 인명･재물･ 
기간산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위’로 정의된다.46) 테러리즘이라 할지라도 동 

행위가 의회가 전쟁으로 승인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거나47)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

보험 피보험손실 총계가 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TRIP 발동 조건의 테러리즘에 해

당하지 않는다.48) 2002년 도입된 이후 TRIP이 실행된 적은 없다. 미국 정부는 2013년 보

스턴 마라톤 폭발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 지만, 관련 재물보험 피보험손실액이 500만 

달러에 미치지 않아 TRIP이 실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 TRIP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5). 2015년 TRIA 재승인법의 일부로서 의회는 재무부가 

DTI 승인을 위한 합리적인 타임라인 설정을 분석･도입하도록 권고하 다. 재무부는 

TRIP 적용대상 테러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소요기간을 

일괄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 다.

2) 사이버공격의 테러보험 적용

2016년 이전까지 보험회사는 사이버배상책임보험 상품을 NAIC의 P&C보험 분류표(Uniform 

Property&Casualty Product Coding Matrix)에서 일반배상책임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

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하 다. 별도의 사이버배상책

46) TRIA Section 102(1)(A): The term “act of terrorism”' means any act that is certified by the 

Secretary, in concurrence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 to be an act of terrorism; (ii) to be a violent act or an act that is dangerous to (I) human 

life; (II) property; or (III) infrastructure; (iii) to have resulted in damag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I) an air carrier or vessel described in paragraph 

(5)(B); or (II) the premises of a United States mission; and (iv) to have been committed by an 

individual or individuals acting on behalf of any foreign person or foreign interest(국내 테러리즘을 보

장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15 에서 동 문구를 

삭제함), as part of an effort to coerce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or to influence 

the policy or affect the conduc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y coercion.

47) 1942년 이후 미국은 전쟁 중에 있었지만, 미국 의회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승인한 것은 1942년임

48) TRIA Section 1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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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명시적으로 

TRIP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TRIP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016년에 주 보험감독당국은 NAIC의 P&C보험 분류표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사이버배상책임(Cyber liability) 보험상품을 추가하 다.49) 이로 인해 사이버 배상책임 

라인의 보험상품이 TRIP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TRIP에서 명시적으로 면책하는 전

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에 해당하여 TRIP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50) 

이에 재무부는 2016년 12월 27일, 2016년 주 감독당국에 의해 소개된 사이버 배상책임

(Cyber-liability) 라인의 보험상품이 TRIP 적용대상 P&C보험에 포함된다는 지침을 발표

하 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6). 사이버배상책임 라인으로 신고된 단독 사이

버보험이 TRIA의 P&C보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테

러리즘으로 인해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TRIP의 적

용을 받게 된다. 또한 2017년 4월 1일부터 보험회사가 단독 사이버배상책임보험(Stand-along 

cyber liability insurance)으로 신고된 상품을 갱신 또는 신규 판매 시에는 TRIA를 준수

해야 한다. TRIP 적격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회사는 테러리즘 담보를 의무적으로 권유해

야 한다. 즉, 단독 사이버배상책임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는 테러담보를 의무적으로 권유

해야 한다. 2020년 11월 재무부는 2016년 재무부지침을 관련 법령에 반 하기 위해 3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50 개정안을 예고하 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20b).

사이버보험이 TRIP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P&C보험에서 사이버 테러리

즘 면책조항을 제거하 으나, 체계적 누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단일 사고에 대한 사이

49) NAIC Uniform Property&Casualty Product Coding Matrix에 따르면, 사이버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에 

대한 NAIC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Stand-alone comprehensive coverage for liability arising out of 

claims related to unauthorized access to or use of personally identifiable or sensitive information 

due to ev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viruses, malicious attacks or system errors or 

omissions. This coverage could also include expense coverage for business interruption, breach 

management and/or mitigation services. When cyber liability is provided as an endorsement or as 

part of a multi-peril policy, as opposed to a stand-alone policy, use the appropriate Sub-TOI of 

the product to which the coverage will be attached.)

50) NAIC, Uniform Property&Casualty Product Coding Matrix(effective Jan. 1. 2020), 10, https://www.

naic.org/documents/industry_pcm_p_c_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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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스크 보상한도를 3억~5억 달러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3) 한계 및 추가논의

가) 테러보험 적용 사이버공격의 불확실성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 TRIP 적용대상이 되면서 이후 논쟁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

형의 사이버공격이 테러리즘으로 인정되는지, 즉 DTI(Declared Terrorism Incidents) 요

건이다. 2002년 TRIP 도입 이후 DTI 요건이 충족되어 TRIP이 작동된 적이 없다. 따라서 

DTI 요건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기회가 없었다. 다만, 2013년 보스턴 마

라톤 폭발 사고를 계기로 2015년 TRIP 갱신 시 의회는 재무부에 DTI 요건에 대해 분석하

도록 권고하 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이버 테러리즘이 TRIP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에, DTI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 재무부의 지침에 따

라 사이버보험이 TRIP 적용대상이 된 이후이다. 재무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DTI 요건은 

보험회사의 계리적 또는 언더라이팅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재무부

가 TRIP이 적용되는 사이버공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 다.

악의적인 사이버사고로 인한 손해가 TRIP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TRIA의 테러리즘 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15에 따르면, TRIP 적용대상 테러리즘은 ① 테러리즘 행위이어야 하고, ② 인명･재물

(Property)･기간산업에 위협이 되는 행위 또는 폭력적인 행위이어야 하고, ③ 미국의 토 

내 혹은 미국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 내, 또는 미국 관할 내에 피해를 초래해야 하고, ④ 개

인 또는 개인들이 저지른 행위이어야 한다. 테러리즘이라 할지라도 동 행위가 의회가 전

쟁으로 승인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거나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보험 피보험손실 총

계가 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TRIP 발동 조건의 테러리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이

버공격으로 인한 피보험손실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만 

나머지 요건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 체계 내에서 해결하려

다 보니, 이를 실행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재무부는 거론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회･청취해오고 있다(Patel 2021). 구체적으로 먼저, 사이

버공간에서 인명･재물･기간산업에 위협적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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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TRIP 적용을 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은 사이버공격이 폭력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인간생활･재물･주요 기반시설에 위협이 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TRIA는 재물(Property)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재무부장관은 재물을 어떻

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단독의 권한을 가진다. TRIA가 9･11 공격 이후 보험회사의 테러

리즘 리스크 면책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었고 동법이 특정 유형의 재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테러리즘 리스크에 대한 P&C보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51) 재물

이 P&C보험의 보험목적물일 것으로 유추가능하다. TRIP 적용대상 재물이 유형의 재물에 국

한되는지, 데이터, 컴퓨터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재물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격자 및 공격동기 요건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모든 테러리스트 집단이 그들의 소

행임을 밝히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이버공격의 

경우 공격자를 특정하기가 더 어렵다. 공격자가 특정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미국 시민 

및 정부의 협박(Coercion)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인지 협박을 위한 

테러리즘 행위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한 신속한 DTI는 피해보상 및 복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공격자 및 공격동기를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

다. 2017년 5월 12일 워너크라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12월에 공격자가 밝혀졌다. 사이

버공격이 명백하게 테러리스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전쟁면책을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

금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넷째, TRIP의 피해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한은 사이버공격에 부합하지 않다. TRIP은 사이

버공격의 피해가 미국 내에 발생할 것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외국 소재 외국 기업이 관리

하는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있어 미국 소재기업의 중요한 금융정보 또는 데이터가 파

손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리적 공격과 달리 데이터 손실은 지리적으로 식별불가

하다.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고 서버는 미국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격의 피해는 상당 부분 TRIP 적용대상 P&C보험에서 면책대상으로, 

TRIP 적용만으로는 보장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다. 통상 사이버보험 증권은 지적재산의 도

난･위반･누출 또는 침해 등에 대해 면책을 가진다. 또한 일반 기업재물보험은 전원 서지

(Power surge), 전기장애, 온도 변화, 기계적 결함에 의한 손해를 면책한다. 그런데 이러한 면

책은 낫페트야, 워너크라이와 같이 컴퓨터를 파손하는 전형적인 악성소프트웨어 기법이다. 

51) TRIA Section 1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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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보장 확대 기조의 전면적 변화 예고

미국 정부는 사이버보험을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으로 포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한계와 적합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의회 산하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회계감사원)는 2019년 테러보험 재승인법(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19, P.L. 116-94)에 의거하여, ① 물리적 또는 디지털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공공 또는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잠재적 비용과 취약

성, ② P&C 라인 보험상품 중 사이버배상책임이 사이버 테러리즘 행위에 대한 적정한 담

보인지 여부, ③ 보험산업이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요율산출 역량이 있는지 여부, ④ 현행 

TRIA의 위험보유구조가 사이버 테러리즘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

다.52) 또한 동 법에 따라 GAO는 분석에 근거하여 차세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가 TRIA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동 연구는 2021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53) 테러리즘 행위가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고, 잠

재적 테러리스트 조직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테러리즘 프로그램

(TRIP)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CSC(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를 중심으

로 사이버보장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변화를 시전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해

커의 개입과 북한 및 중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의 활동이 미국의 중요 기반시설

과 경제에 향을 미치면서, 미국은 자국의 사이버 역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9년 미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라 CSC를 설립하 다. CSC는 국무부, 국방

부, 법무부, FBI,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가정보국 등 국가 핵심기관으로 구성된 임시기구

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방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3월, CSC는 결과 보고서(CSC Final Report)를 발표하 다. CSC가 제안한 사이버 

억지력 전략은 ① 사이버공간을 위한 미국 정부의 구조와 조직 재편 전략, ② 규범과 비군

사적 도구 강화 전략, ③ 국가의 복원력 증진 전략, ④ 보안강화를 위한 사이버 생태계 재

구성 전략, ⑤ 민간부문과 사이버 보안협력 운  전략, ⑥ 군사 기기의 보존과 도입 전략으

52) TRIP의 위험보유구조는 송윤아･홍보배(2021)을 참고하기 바람

53) Public Law 116–94 Section 502 (d) 



74 이슈보고서 2021-19

로 크게 6개 부문, 80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된다. 

2020년 3월 CSC의 80개 권고사항이 발표된 후 2020년 12월 상원과 하원은 CSC 권고사

항 중 25개(31%)를 국가수권법에 반 하 으며(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FY2021 NDAA), 나머지 권고안도 향후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SC 2021). CSC의 권고안 중 4개가 사이버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모두 ‘④ 보

안강화를 위한 사이버 생태계 재구성 전략’의 일부로 구체화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① 국

토안보부 내 사이버통계국 설치(권고안 4.3), ② 연방정부의 사이버보험 전문가 양성 및 

보험상품 개발 지원(권고안 4.4), ③ 사이버리스크 모델링을 위한 공사 파트너쉽 구축(권

고안 4.4.1), ④ 재난적 사이버사고에 대한 정부의 재보험지원에 대한 GAO의 연구 수행

(권고안 4.4.2)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고안 4.3은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안보정책을 구상하고 보험산업이 

보다 정확하게 사이버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내에 사이버 통계국(Bureau of Cyber Statistics) 설치를 제안하 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권고안 4.4는 주 감독당국이 사이버보험의 발전 및 성숙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사

이버보험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하 다. CSC는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만 있다면 이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사이버보안 행태에 대한 규제적 개입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민 보험시장 내 전

문성 있는 언더라이터나 손해사정사가 부족하고,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요율산출 기준 및 

역량이 갖춰지지 않아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한 수준의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관할은 주정부이므로 연방정부는 보험시장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는 없는 바, 사이버보험 전문 언더라이터와 손해사정사 교육 및 인증 프로그

램을 개설하고 주정부와 협의하여 사이버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안하 다. 이는 FY2021 NDAA 9005조(GAO의 사이버보험 연구)에 일부 반 되

었다.54) 

권고안 4.4.1은 국가안보부 내에 공사협력 작업반을 만들어 보험회사와 리스크 모델링 업

체가 사이버리스크 모델링을 개선할 데이터와 이용 가능한 통계를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제안하 다. 보험시장이 충분히 효율적이라면 보험료 및 보상한도는 피보험기업의 리스

54) FY2021 NDAA Section 9005.(GAO Study of Cybersecur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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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피보험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이버리스크를 줄이

도록, 즉 사이버 보안을 강화토록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산업이 사실상 

기업행태의 규제자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실제 리스크를 반 한 요율 산출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확한 요율 산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경험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내에 사이버 통계국을 설치하여 사이버사고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국토안보부 내에 보

험회사와 리스크 모델링 업체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여 양질의 데이터로 리스크 모델

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권고안 4.4.2는 재난적 사이버사고에 대한 정부의 재보험지원에 대한 연구를 GAO가 상

무부(Department of Commerce)･국토안보부･재무부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제안하

다. 이는 FY2021 NDAA에서 통과된 법률에 부분적으로 반 되었다. 연구내용은 구체적

으로 ① TRIP이 전쟁면책과 같은 현행 P&C 보험의 면책을 보장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

는지, ② TRIP이 국가 연루 사이버사고를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③ 테러보험 프로그

램 발동 기준손해액(2020년 기준 2억 달러)이 재난적 사이버사고에 대해 적절한 규모인

지 여부, ④ 연방정부 분담 비율에 대한 비교 모델, ⑤ 어떤 유형의 사이버사고가 TRIP 발

동 요건인 ‘테러리즘 인정행위’에 해당하는지, ⑥ 대부분의 사이버 테러리즘이 TRIP 발동 

요건인 ‘테러리즘 인정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테러리즘 인정행위’에 부합하지 않아 

TRIP이 적용되지 않는 사이버공격이 어느 정도인지, ⑦ 물리적 테러리즘은 대개 지리적

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피해도 지리적으로 국한되지만, 사이버사고는 공격지점

과 피해가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데, 어떤 사고가 그리고 어떤 개체가 TRIP의 보장범

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타국 소재 자산에만 

피해를 준 경우 TRIA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연구해야 한다. 

이처럼 CSC가 주문한 연구내용만 보더라도, 미국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향후 사

이버공격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얼마나 개혁적으로 추진할지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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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SC(2020)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Ⅲ-7> CSC의 사이버 억지력 전략

전략 세부제안 경과

4. 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생태계 재구성 
전략

4.3 Bureau of Cyber Statistics 설치 입법 제안

4.4 사이버보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방정부출자연구기관 지원

FY2021 NDAA 통과된 법률을 
통해 부분적 이행 완료

4.4.1 사이버리스크 모델링에 대한 공사 
파트너쉽 구축

행정명령 제안

4.4.2 사이버 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재보험프로그램 제공 필요성 검토

행정명령 제안, FY2021 NDAA 
통과된 법률을 통해 부분적 이행 

완료

자료: CSC(2021)

<표 Ⅲ-3> CSC의 사이버보험 관련 권고의 법규화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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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테러리즘 정의 근거 DTI 주체

미국

① 폭력적인 행위, 또는 생명･재물･주요 
기반시설에 위험한 행위이어야 하며, 
② 미국 내, 항공, 미국 선박, 또는 미국 관할 
내 손해를 초래해야 하며, 
③ 미국 시민을 협박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통해 미국정부의 행동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개인 또는 개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

법률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

재무부의 
테러리즘 인정

영국
(GB)

조직을 위하여 또는 조직과 관련된 개인들이 
영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력적 또는 강압적 행위 

법률 
(Reinsurance

(Acts of Terrorism)
Act 1993)

재무부의 
테러리즘 인정

프랑스

개인 또는 집단의 획책 아래 의도적으로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음 각 호의 범죄 
① 고의에 의한 생명 및 사람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약취, 감금 및 항공기, 선박 기타 모든 
수송수단의 탈취 
② 절도, 강요, 손괴, 훼손, 효용상실 및 컴퓨터 
공격(이하 생략)

법률 
(Code Pénal-Article 

421-1)

프로그램 규정 
및 보험약관에 

따름

독일

개인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정치, 
종교, 인종 또는 이념적 이유로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민중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동 

프로그램 자체 규정
프로그램 규정 
및 보험약관에 

따름

호주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명분을 이루기 위해 
정부 또는 대중을 협박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강압하는 행위로서, 타인에 심각한 물리적 피해, 
심각한 재물손해, 사망, 인명 위협, 공공의 안전 
및 보건 위협, 전자시스템(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금융시스템, 주요 
국가기반시설 시스템 등)의 심각한 방해 및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

법률 
(Criminal Code Act 
1995 Part 5.3 Secti

on 101.1~101.2) 

총리의 
테러리즘 선언

스페인
기존 정치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회 환경에 
불안과 공포를 조장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

규정 
(Reglamento del

seguro de riesgos
extraordinarios)

프로그램 규정 
및 보험약관에 

따름

주: DTI(Declared Terrorist Incident)는 특정 사고의 테러리즘 인정 여부로서, 테러리즘 프로그램 작동 여부를 결정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표 Ⅲ-4>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DTI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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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가. 사이버보험 시장 

호주 기업들은 사이버사고에 대한 보장을 전통적인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과 단독 사

이버보험을 통해 얻고 있다. 호주에서는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모두 사이버사고로 인

한 재물손해, 업중단손해, 배상책임손해를 암묵적으로 보장한다. 호주의 대표적인 기업

보험인 ISR(Industrial Special Risk)은 재물손해와 업중단손해를 보장하며, 포괄위험 

담보방식으로 사이버담보를 암묵적으로 보장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는 2006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전자데이터 면책을 시작으로 사이버사고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 고, 국 로이드 시장에서도 LMA 5274 등 사이버사고 면책이 배상책임보험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사이버사고에 대한 보장 또는 면책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이버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가 기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한다(OECD 2020b).

2018년 단독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8년 원수보험료 기준 약 1억 달러(USD)로 추정

된다(OECD 2020b). 동기간 기업용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가 각각 100억 

달러, 44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단독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호주의 

경우 사이버보험 시장이 발전 초기 단계이니 만큼 사이버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정확한 수

치가 집계되지 않고, 설문조사 등에 의존한다. 조사마다 차이를 보이나, OECD와 

University of Cambridge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단독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으로, 대기업(35%)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사고 증가 및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함께, 보안 및 개인정보 침

해에 대한 정부의 태세 전환도 기업의 보험수요 증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이

버보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인식제고와 교육에서 규제 강화로 전환되었다. 2018년 데

이터 침해에 대한 통지의무가 강화되면서 단독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of 1988) 중대 위반 시, 

최대벌금을 현행 210만 호주 달러에서 ‘1천만 호주 달러, 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3

배, 또는 매출액의 10% 중 큰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Australian 

Government 2020). 



Ⅲ.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79

Aon 또는 Marsh와 같은 보험중개업체에 따르면, 최근 호주 사이버보험 시장은 높은 사고

빈도 및 손해율로 인해 요율 인상과 함께 보장한도 축소가 관찰된다. Aon은 당사 고객 기

준 2021년 2/4분기 보험요율이 전년 대비 최대 80% 인상되고 보험금 지급 건수는 50%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다. 

나. 정부개입

1) 테러보험 프로그램 

9･11 테러리즘 이전에는 일반 기업보험에서 테러위험을 보장하 다. 그러나 9･11 테러리

즘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재보험담보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보험회사는 테러담보 제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테러리즘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자 투자 및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었던 건설 프로젝트, 부동산 거래들이 취소･지연되

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Terrorism Insurance Act 2003(테러보험법)을 제정하여, 총리

가 테러리즘을 선언하면, 원 보험계약에 명기된 테러면책조항이 무효화되도록 하 다. 약

관상 테러면책 여부에 상관없이, 특정 사고가 테러리즘으로 선언되면 보험회사는 테러리

즘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재무부 산하에 테러리즘 전용 재보험기

구, ARPC(Australian Reinsurance Pool Corporation, 호주 재보험풀)을 설립하여, 총리

의 테러리즘 선언 시 보험회사에 테러담보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고, 100억 호주 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한다. 

총리가 테러리즘으로 공식 발표한 건에 한해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Insurance 

Terrorism Act 2013에서 테러리즘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형법상의 정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형법에서는 테러리스트 행위(Terrorist act)를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명분을 

이루기 위해 정부 또는 대중을 협박하여 향을 미치거나 강압하는 행위로서, ① 타인에 

심각한 물리적인 위해, ② 심각한 재물손해, ③ 사망, ④ 인명 위협, ⑤ 공공의 안전 및 보건 

위협, ⑥ 전자시스템(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금융시스템, 주요 국가기반

시설시스템 등)의 심각한 방해 및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55) 단, 지지

(Advocacy)･항의(Protest)･반대(Dissent)･노동쟁위 행위(Industrial action)로서, 타인에

게 심각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공중 안전 또

55) Criminal Code Act 1995 Part 5.3 Section 1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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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의도가 아닌 경우에는 테러리스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종합하면, 심각한 재물손해 또는 전자시스템의 심각한 방해 및 파괴를 초래하 더라

도 그 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명분이 아닌 지지･항의･반대･노동쟁위인 경

우에는 형법상 테러리스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RPC의 재보험담보가 제공되는 손해는 재물손해, 업중단손해, 배상책임손해이다. 

ARPC의 보장대상 재물은 상업, 산업, 건설, 농업(농장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BI 담보를 가

진 경우)용 건물 및 시설이다. 선박, 항공, 주거용 빌딩, 자동차 등에 대한 공격은 면책이

다. 현재 테러보험은 전쟁, 핵폭발, 방사선 장해(Dirty bomb 포함), 컴퓨터범죄(Computer 

crime)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56) 사이버공격은 컴퓨터범죄에 해당하여 

ARPC 보장대상에서 배제된다. 

2) 사이버공격의 테러보험 적용

테러보험법과 ARPC를 통한 테러리즘 재보험제도는 임시적인 조치로, 3년 주기로 연장 

여부 및 운 방식을 검토한다. 주로 정부의 개입 없이는 테러리즘 담보가 시장에서 자율

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테러리즘 관련 추가적인 보장공백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2006년 1차 검토(Triennial review)를 시작으로 2021년 6차 검토를 진행 중이

다. 2018년 5차 검사부터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의 테러보험 적용 여부를 

핵심의제로 검토하 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지속적인 검토를 예고하 다. 2021년 6

차 검사에서도 핵심의제로 재검토 중에 있다. 

호주에서는 2016년부터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장공백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사이

버공격의 파괴적 특성이 가시화되고 테러리스트의 공격도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

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에 ARPC는 2016년 3월, 사이버 테러리즘으

로 인한 재물손해가 테러보험 프로그램에서 보장되는 손인인지를 검토하 다(ARPC, 

2016). Terrorism Insurance Regulations 2003의 Schedule 1에서는 ARPC에서 면책되는 

40개 항목을 열거하는데, 컴퓨터공격이 그 중 하나이다. 사이버공격은 Criminal Code 

Act 1995에서 규정한 컴퓨터범죄에 해당하여 ARPC 보장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원 보험증권에서 설령 원격 컴퓨터 접근으로 인한 물리적 재물 손해를 

56) ARPC의 테러보험 면책은 40가지로, Terrorism Insurance Regulations 2003의 Schedule 1에서 상세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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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동 증권의 테러담보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는 ARPC는 컴퓨터

범죄를 면책으로 규정하여, 동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ARPC는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

이 사이버 테러리즘 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ARPC가 사이버공격

에 의한 재물손해를 재보험자로서 보장해주지 않게 되면 결국 동 손해에 대한 재보험담보

를 구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해당 담보를 기업에 공급하지 않을 것이기에 보장공백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제5차 검사에서 사이버 테러리즘에 따른 재물손해를 테러보험 보장항목에 포함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 다(Australian Government 2018). 그러나 2018년 당시 시장상황

으로는, 사이버 테러리즘에 따른 재물손실 보장에 대한 시장공백은 존재하지만 정부가 개

입해야 할 만큼의 명확한 시장실패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

물손해를 보장항목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 ① 호주 사이버보안센터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조직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아직 

우려할 정도로 파괴적이지 않다는 점, ② 민  사이버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③ 시장에 보장공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점을 보아 현재의 보장공백은 시장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2018년 말, ARPC는 OECD, University of Cambridge와 공동으로 호주 사이버 테러리즘

에 대한 보험리스크를 평가하 고, 그 결과는 2020년 OECD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ARPC et al. 2020). 구체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

물손해와 업중단손해를 추정하고, 사이버 테러리즘을 테러보험 보장대상에 포함할 경

우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검토하 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발생 가능한 

사이버 테러리즘 시나리오로 다음을 가정하 다. ① 공격자가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보통신장비에 내장된 인화성이 높은 리튬이온의 과열을 유도하여 호주 상업지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 ② 호주 내 빌딩관리시스템을 공격하여 재물손실이 발

생하는 시나리오이다. ①의 최대손실은 833억 달러, 평균손실은 20억 달러, ②의 최대손

실은 418억 달러, 평균손실은 13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사이버공격에 따른 평균손실은 기

존에 ARPC가 보장하던 유형의 사고(예를 들어, 시드니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와 유사하

나, 최대손실은 생화학공격(920억 달러)과 유사하다. 연구진은 비록 발생 가능성은 낮지

만 거대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이버 테러리즘에 따른 재물 손실을 ARPC 개입 없이 

민  시장에서 단독으로 인수･보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 다. 또한 동 연구

에서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의 경우 ISR 또는 단독 사이버보험 등 원 보험계약의 전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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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보장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업중단손해를 Insurance Terrorism Act 2013와 그 하위규

정을 개정하여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보장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 다. 즉, ARPC의 재

보험담보 제공 범위를 사이버 테러리즘이 아니라, 공격자에 상관없이 정치적･종교적･이
념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사이버공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2020년 12월, ARPC는 University of Queensland와 공동으로 호주 내 테러리즘 행위로 

인한 손실과 잠재적인 보장공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보장공백의 근원을 ① 문제

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기업에 판매하는 원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재보험자

인 ARPC가 동 손해에 대해 재보험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원 보험증권에서 담보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ARPC에서 면책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사이버공격

으로 인한 재물손해는 ①과 ② 모두에서 보장공백이 존재하며, 예상가능한 모든 테러수법 

중 보장공백이 가장 심각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사이버공격의 재물손해로 인한 업중

단손해와 랜섬웨어로 인한 업중단손해는, 비록 ARPC 재보험담보에는 포함되지 않지

만, 낮은 보장한도, 조건부 보장 등 제한적이나마 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

이버공격으로 인한 재물손해보다는 보장공백이 낮다고 보았다. 그 외 테러리스트의 생화

학공격이나 폭발로 인한 건물붕괴, 외로운 공격자(Lone actor)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는 

원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에서 대부분 보장되나, 그로 인한 업중단손해는 원 보험계약

에서 보장되지 않아 보장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7월, 재무부는 제6차 검토의 일환으로, ①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인지 여

부, ② ARPC 보장대상에 물리적 재물 손실을 초래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③ ARPC가 보장하는 타 리스크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57) 등 세 가지 핵심의제

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 다(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2021). 민 시장에서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어느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지,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 담보가 충분치 않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며, 정부가 ARPC를 통해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이며, 

호주 사례에 적용할 만한 해외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 다. 

이에 2021년 8월, 호주 보험중개인협회(The National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 

57) 2022년 7월부터 ARPC는 기업용 테러담보뿐만 아니라 사이클론 및 홍수로 인한 가계와 소기업의 재물손해를 보

장하는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Ⅲ.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83

NIBA)는 테러리스트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업중단손해를 정부의 테러보

험 프로그램 보장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하 다.58) 보험회사가 기업에 판매하는 원 

보험계약에서 사이버공격에 의한 재물손해 및 업중단손해를 일부 보장하고 있지만, 테

러리스트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보장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장에 보장공백이 존재한다

고 주장하 다. 또한 시장의 인수능력이 부족하여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해 ARPC가 재보험담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 다. 이는 바꿔 말하면, 호주 보험업계도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재보험담보만 있다면, 보험회사가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기꺼이 보장하

고 이에 대한 손실의 일부를 인수하겠다는 의미이다. 

가상손실 랩탑 배터리 폭발 공격 및 빌딩관리시스템 공격

재물보험(ISR) 테러리즘 면책에 따른 PD와 BI 면책, CBI 제한적 보상

배상책임 테러리즘 면책에 따라 보상 불가 

사이버보험 PD 보장 불가, BI 잠재적으로 보장 가능, CBI 일부 제한적 보상 가능 

단독 테러보험 사이버면책에 따른 PD와 BI 면책, CBI는 통상 제공 않음

ARPC 재보험 컴퓨터 범죄 면책에 따라 보장 불가 

주: PD(Property Damage)는 재물손해를, BI(Business Interruption)는 재물손해로 인한 영업중단손해를, CBI

(Contingent BI)는 거래상대방의 재물손해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영업중단손해를 의미함

자료: OECD(2020b)

<표 Ⅲ-5> 가상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보험 담보

3) 한계 및 추가논의

2020년 공개된 ARPC, OECD, University of Cambridge의 공동연구는 사이버 테러리즘

과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보장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할 시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검토하 다. ARPC의 재보험담보 

범위를 확대하여 공격자에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사이버공격을 포함할 경

우, ARPC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운 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 다. 

첫째, 전통적인 테러리즘 행위와 달리, 사이버공격의 경우 적시에 공격자를 특정하기가 

58) The National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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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설령 공격자를 특정하 다 하더라도 공격자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가

진 테러리스트로 식별하기는 더 어렵다. 사이버공격의 속성상 신속한 공격자 특정의 어려

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하여 군말을 더 보탤 여지가 없다. 문제의 사이버공격을 테러

리즘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과 결과가 형법상 테러리즘 정의에 부합해야 한

다. 형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심각한 재물손해 또는 전자시스템의 심각한 방해 및 파

괴를 초래하 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명분이 아닌 지지･항의･
반대･노동쟁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테러리스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의 사이버공

격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명분의 발로인지, 지지･항의･반대의 발로인지, 혹은 단순히 

과시욕구 또는 경제적 목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둘째, 국가 주도 및 지원 사이버공격은 기존 전쟁면책과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테러리즘 

정의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하

다. 현재 ARPC는 사이버공격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재물손해 및 업중단손해에 대

해서는 재보험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 주도 및 지원 사이버공격의 재래식 전쟁면책 

적용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가 주도 및 지원 사이버공격은 공격 주체가 국가

라는 점에서 형법상 테러리즘의 범위를 벗어난다. 

셋째, ARPC의 재보험담보 범위를 사이버 테러리즘 및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으로 확대할 

경우, ARPC의 위험노출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는 재재보험료, 재보험료, 원보험료의 

연쇄적인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테러리스트 조직의 사이버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

며, 근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격자로서 국가는 파괴적 사이버공격을 실행할 수 있

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하면서도 파괴적이다. 사

이버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을 정확히 읽어내고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정체

성을 뛰어넘어서까지 보장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해 왔다. 논의의 시작은 테러리스트의 사

이버공격으로 인한 재물손해 및 업중단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이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장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즉,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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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가. 사이버보험 시장 

국 보험시장에서 사이버담보는 단독 사이버보험,59) 기업책임보험에 사이버위험을 특

약으로 포함하는 패키지보험, 그리고 포괄위험 담보방식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제공된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국 소재 기업의 원수보험료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

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나마도 암묵적 사이버보험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

아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60) 일찍이 단독 사이버보험이 등장한 미국과 달리, 국에서

는 암묵적 사이버담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이 세계 사이버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25~33%를 부보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세계 사

이버보험 원수보험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 수요자라면, 국은 주 공급자라 할 수 있

다(AM Best 2020). 

국에서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가 디지털 정책을 관장하면서, 2017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침해조사

(Cyber security breaches survey)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

업의 46%가 지난 1년간 사이버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43~75%에 분포하여 대기업일수록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 

참조). 특히, 국에서는 2017년 국민보건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의료분야가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는 상황

에 이르렀다(U. K. Department of Health&Social Care 2018).

응답 기업의 4%는 단독 사이버보험에, 28%는 암묵적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응답기

업의 32%가 사이버담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가입률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독

은 4~21%, 암묵적 담보는 28~32%에 분포한다. 즉, 담보방식에 상관없이 기업규모가 커

질수록 보험가입률도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대기업이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공급기업에 사이버보험 가입을 요구하

59) 구체적으로 사이버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cover), 기술 E&O 배상책임(Technology errors and 

omissions, technology E&O liability insurance)의 형태로 판매됨

60) U.K. HM government&Marsh(2015)에서는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4년 원수

보험료 기준 약 10%로 추정하였으며, EIOPA(2018)는 2016년 기준 EU가 차지하는 비율을 5~9%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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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다. 또한 2018년 GDPR 시행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적극적인 

보험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워너크라이(WannaCry) 또는 워너크립트(WannaCrypt), WanaCrypt0r 2.0는 2017년 5월 12일부

터 등장한 랜섬웨어 멀웨어 툴이다. 2017년 5월 12일부터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통해 널리 배포되었

으며, 전 세계 150개국의 컴퓨터 30만 대 이상을 감염시켰다. 감염된 컴퓨터에 20개의 언어로 워너크

라이는 암호화된 파일을 푸는 대가로 300달러(약 34만 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사흘 내 지불하지 

않으면 요구액을 배로 올린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일부 기업･개인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공격

해 피해가 컸다. 워너크라이 사이버공격으로 영국에서는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ystem; 

NHS) 산하 40여 개 병원이 환자 기록 파일을 열지 못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예약을 취소했다. 

영국 정부는 사이버공격이 있었던 2017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환자들이 병원 예약 취소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며 초래된 비용을 2,500만 달러, 사이버공격 후 6월과 7월 사이에 병원 컴퓨

터 시스템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9,600만 달러로 추산해, 총 1억 2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페덱스, 도이체반, 스페인의 텔레포니카 등의 대기업, 러시아 내무부, 러시아 방위부, 러시

아 통신사 메가폰 역시 감염 피해를 보았다.

2017년 6월 영국 정부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집단 라자루스(Lazarus)가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료: U. K. Department of Health&Social Care(2018)

<표 Ⅲ-6> 2017년 워너크라이 공격

구분 전체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보험
가입

단독 사이버보험  4  2 14 20 21

재물･배상책임보험
(암묵적 사이버보험)

28 27 30 32 32

사이버공격 경험 46 43 62 68 75

주: 사이버공격 경험은 지난 1년간 사이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임

자료: U. K.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2020)

<표 Ⅲ-7> 영국 기업의 사이버리스크 및 사이버보험 가입 실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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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개입 

1) 테러보험 프로그램 

1990년 이전에도 국에서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에 의한 테러리즘이 빈번하게 발생하

으나, 손실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험회사는 NBCR을 면책으로 하는 테러리즘 담보를 

가계 및 기업에 제공하 다. 그러나 1990년대 초 12건의 테러리즘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테러위험에 대한 담보력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1993년 국은 테러보험 전용 상호

재보험회사 Pool Re(Pool Reinsurance Company Limited)를 설립하여 테러리즘으로 인

해 발생한 기업의 재물손해 및 업중단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수재하도록 하고 정부가 

상환조건부로 무제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하 다. 2020년 기준 국 내 기업보험 판

매 보험회사의 95%(Lloyd’s syndicate 포함 150여 개)가 Pool Re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

다. Pool Re 참여 보험회사는 자사의 모든 테러위험을 Pool Re에 출재해야 한다. Pool Re

는 재무부(HM Treasury)와 재재보험 협정을 체결하여 Pool Re의 기금이 소진되어 보험

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상환조건부로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61)

테러보험은 기업의 재물보험 및 업중단보험에만 적용되며, Reinsurance (Act of 

Terrorism) Act 1993에서 테러리즘으로 규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와 업중단

손해를 보장한다. 표준 기업보험증권에 테러리즘이 부보위험으로 포함되는 형식이다. 

Reinsurance (Act of Terrorism) Act 1993에서는 테러리즘을 ‘조직을 위하여 또는 조직

과 관련된 개인들이 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향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력적 또는 

강압적 행위’로 정의한다.62) 다만,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지

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에 한하여 보장하며,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손해에 대

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상한다.

Pool Re는 테러리즘 수법 및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

다. 1993년 설립 당시 Pool Re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한 기업의 재물손해와 업중단손해

61) Pool Re 참여 보험회사, Pool Re, 정부의 위험보유구조는 송윤아･홍보배(2020)를 참고하기 바람 

62) Reinsurance (Acts of Terrorism) Act 1993 Section 2 (2) In this section “acts of terrorism” means 

acts of persons acting on behalf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organisation which carries out 

activities directed towards the overthrowing or influencing, by force or violence, of Her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or any other government de jure or de 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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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보해왔다. 2000년에는 전쟁과 전자적 리스크(Electronic risk)를63) 면책으로 규정하

고 나머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포괄위험 담보방식을 채택하 다(<그림 

Ⅲ-8> 참조). 2001년 9･11 테러리즘을 기점으로 세계 보험시장의 담보력이 불안정해지고 

테러수법 및 피해양상이 다양해지자 2003년부터 NBCR로 인한 재물손해와 업중단 손해

를 보장하 다. 2018년에는 사이버 테러리즘이 사업장 내 전자기기를 파손하는 등 물적 손

해를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트리거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업중단손해

를 보장하기로 하 다(Pool Re 2019). 이 담보를 RDI(Remote Digital Interference, 원격

디지털장애) 담보라 한다. 나아가 2019년에는 테러리즘 발생 시 사업장접근금지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해 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물적 손해를 동반

하지 않는 업중단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Reinsurance (Acts of Terrorism) Act 1993

을 개정하 다. 

주: NBCR(Nuclear, Biological, Chemical and Radiological)은 핵･생화학･방사능 사고를, RDI(Remote Digital 

Interference)는 사이버사고의 일부를, NDBI(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는 물리적 손

실을 동반하지 않은 영업중단손해를 의미함

자료: Pool Re의 각 연도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Ⅲ-8> Pool Re의 보장 확대

2) 사이버공격의 테러보험 적용

2014년 독일 제철소 공격, 2015년 우크라이나 공격 등 2010년대 들어 사이버공격으로 인

한 피해 유형 및 규모가 확대되고, 사이버공격이 극단적 피해를 노리는 테러리스트 조직

의 공격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Pool Re는 그로 인한 보장공백 검토에 

착수하 다. 2017년 11월, Pool Re는 University of Cambridge와의 공동 연구에서 기존 

63) 컴퓨터 해킹･바이러스･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공격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함



Ⅲ.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89

사이버공격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국의 사이버위협 취약성을 분석하고 주요 테러리스트 

조직의 사이버역량을 추정하 다(Pool Re&University of Cambridge 2017). 건물, 항공, 

유통, 건설, 에너지, 제약, 우주, 화학, 교통 등 10개 산업에 사이버공격이 있을 가능성과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추정하 다. 연구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

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공격은 항공기, 철도 인프라, 화학반응기, 무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는 모두 물적･인적 피해를 수반한다(<표 Ⅲ-8> 참조). 

동 연구에 근거하여, Pool Re는 국 재무부의 동의하에,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보장항목

의 면책사항을 개정하 다. 2018년 4월 1일부터 원격 장애로 인한 재물 손실과 이로 인한 

업중단손실은 Pool Re의 면책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 다. 사이버 테러리즘이 사업장 

내 전자기기를 파손하는 등 물적 손해를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트리거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업중단손해를 보장한 것이다. 다만, 통상의 사이버보험에서 보장

하는 데이터 및 지적재산과 같은 무형자산 손실과 그로 인한 업중단손해는 보장하지 않

는다. 또한 RDI 보장은 공격근원지에 상관없이 기존의 Pool Re 테러리즘 보장과 동일하

게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지역에 소재한 재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물손해

와 업중단손해를 보장한다. 

표적 사망률 재물손해 가능성

항공기  8 10 6

철도 인프라  7 10 7

화학 반응기 10 10 9

무기(Ordnance)  8 10 5

주: 표 안 수치는 0~10 척도임

자료: Pool Re & University of Cambridge(2017)

<표 Ⅲ-8> 사이버공격 리스크 상위 4개 시나리오

3) 한계 및 추가논의 

Pool Re의 RDI 담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급격히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의 손실을 보장하

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먼저, RDI 담보는 사이버공격으로 데이터 및 시스템 마비로 인한 업중단손해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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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으로써 시스템 마비를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심각한 보장공백을 가진

다. 워너크라이 감염사례에서 보듯이 랜섬웨어는 몸값 지불 시까지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

문에 그로 인한 업중단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OT 및 ICS 공격도 결국은 시스템을 마

비시켜 업중단손실을 초래한다. 사이버 테러리즘과는 달리 물리적 테러리즘 발생 시 

Pool Re는 재물손해, 업중단손해, 물리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업중단손해(NDBI) 

등 테러리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장한다. 그러나 RDI는 사이버 트리거로 인한 

재물손실과 동 재물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업중단손해만 보장한다. 즉, 데이터 및 지적

재산과 같은 무형자산 손실은 보장하지 않고, 데이터 및 시스템 훼손으로 인한 업중단

손실은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RDI 보장을 위해서는 문제의 사이버공격이 Reinsurance (Act of Terrorism) Act 

1993에서 정의한 테러리즘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데, 근래의 사이버공격은 여러 측면에서 

동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동 법에서는 테러리즘을 ‘조직을 위하여 또는 조직과 관련된 개

인들이 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향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력적 또는 강압적 행

위’로 정의한다. 동 정의에서는 사이버공격의 귀책이 조직 또는 개인이고 공격의 동기가 

확인될 것을 요구한다. 사이버공격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달리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공격동기가 정치적인 이유임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셋째, Pool Re의 테러보험은 전쟁면책을 가지고 있어, 국가 주도 및 지원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Pool Re의 테러보험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쟁면책을 

가진다. 전쟁면책에 의거, 국가 주도 및 지원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업중단

손해는 면책가능성이 존재한다. 2010년대 이후 국가가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자로 등극한 

상황에서, 전쟁면책은 피보험기업의 보장공백을 확대시킨다. 아울러, 전쟁면책은 앞서 이 

보고서 2장 2절 라.에서 다루었던 전쟁면책 적용 여부에 대한 지리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리즘 이전에 이미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고, 

<그림 Ⅲ-8>에 보는 바와 같이 테러리즘 수법 및 피해양상에 맞춰 그에 상응한 보장담보

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보장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왔다. 국 재무부의 민첩

한 대응에 비추어볼 때, 2018년 RDI 담보에 이어 향후 추가적인 사이버담보가 공급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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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가. 사이버보험 시장

프랑스 기업은 전통적인 포괄위험 담보방식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민사책임보험, 임

원배상책임보험 등), 그리고 단독 사이버보험을 통해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다. 포괄위험 담보방식 재물보험은 사이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재물손해와 그로 인

한 업중단손해를 암묵적으로 보장하지만, 사이버사고로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운

손실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용 재물보험은 국가의 테러보험 프로그램

에 의해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업중단손해도 보장한다. 다음으로, 민사

책임보험(Civil liability)은 손인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3자에 가해진 신체 및 재물 손

해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손해까지도 보장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폭넓게 보장한

다. 배상책임보험은 악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이버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

한다. 단, 형법상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 보험계약에 

명시된 테러면책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단독 사이버보험은 기존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

에서 보장하지 않던 개인정보 침해 통지비용, 랜섬, 포렌식 비용 등을 별도로 보장한다. 

단독 사이버보험 시장의 규모는 2020년 원수보험료 기준 약 1억 3천만 유로로, 2019년의 

8,700만 유로 대비 약 48% 증가하 다. 이는 기업의 사이버보험 수요 증가 및 요율 인상

에 기인한다. 단독 사이버보험 시장은 가입률, 손해율 및 요율 측면에서 기업규모별로 뚜

렷한 층화를 보인다. 대기업(연매출 15억 유로 초과)은 원수보험료의 약 82%(1억 5백만 

유로), 중기업(연매출 5천만~15억 유로)은 11%(15백만 유로)를 차지한다. 대기업의 87%

는 하나 이상의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중기업은 약 8%만이 사이버보험에 가

입되어 있으며, 소규모 기업(연매출 약 1천만~5천만 유로)은 사이버보험에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Le Club des Justices 2018). 

단독 사이버보험의 지급보험금은 2019년 7,300만 유로에서 2020년 2억 1,700만 유로

로 약 3배 증가하 다.64) 이와 함께 손해율이 2019년 84%에서 2020년 167%로 증가하

64) L’Association pour le Management des Risques et des Assurances de l’Entreprise(AMRAE)(2021)

을 바탕으로 작성됨. AMRAE는 The 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Agency, Institute of 

Actuaries, The French Insurance Federation(FFA)와 논의하여, 8개 주요 보험중개사(Aon, Marsh, G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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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는 각 1천만~4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4건의 대

규모 지급보험금 청구에 기인한다. 지급보험금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9

년 3,100만 유로에서 2020년 2억 유로로 약 533% 증가한 반면, 중기업은 2019년 3,900

만 유로에서 2020년 1,300만 유로로 약 67% 감소하 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도 기업규모

별로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의 사이버보험 요율은 2019년 0.93%에서 2020년 1.03%로, 

중기업은 2019년 0.34%에서 2020년 0.45%로 증가하 다. 대기업의 사이버보험 요율이 

중기업 대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사이버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했지만, 보장 수준 및 한도는 위험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장한도는 대기업이 평균 3,800만 유로, 중소기업이 평균 800만 유로이다. 사

이버공격에 따른 손실추정액이 수억 유로 이상이며,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대기업의 1

일 평균 업중단손실만 해도 수백만 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한도가 위험노

출도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나. 정부개입

1) 테러리즘 프로그램

프랑스에서는 1986년 9월부터 해양･항공･사이버위험･제3자 배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

해보험에서 테러리즘 담보의 제공 및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65) 법상 의무화된 테

러리즘 담보는 프랑스 토 내 또는 프랑스가 관할하는 해외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 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리즘 이후, 테러위험 담보 인수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부담이 커졌다. 보험회사가 재물보험 인수 시 테러담보만을 선택적으로 거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보험 갱신 자체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이에 정부와 보

험업계는 보험회사로 구성된 비 리 공동재보험 풀인 GAREAT을 설립하여 테러담보에 

대한 공동재보험을 운 하도록 하고, 정부는 국 재보험회사인 CCR(Caisse Centrale de 

Réassurance)을 통해 GAREAT에 재보험과 무제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하 다. 

Savoye-Willis Towers Watson 등)와 총 1,879개 프랑스 기업, 328건의 보험 청구건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함

65) Insurance Code Article L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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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테러리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테러리즘 행위는 형법의 정의를 따른다.66) 프랑스 

형법(Code penale) 제421-1조는 테러리즘을 ‘개인 또는 집단의 획책 아래 의도적으로 위

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음 각 호의 범

죄로 규정한다. ① 고의에 의한 생명 및 사람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약취, 감금 및 항공기, 

선박 기타 모든 수송수단의 탈취, ② 절도, 강요, 손괴, 훼손, 효용상실, 정보처리에 관한 

범죄(Computer offences, as defined under Book III of the present Code), ③ 해산된 

무장단체에 관련한 범죄와 동법 제434-6조와 제441-2조부터 제441-5조까지 규정된 범

인은닉 등의 원조행위, 공문서 위조, 위조한 공문서 소지 및 행사, 공문서 부정발급, ④ 무

기･폭발물･핵물질에 관련된 범죄, ⑤ 상기 본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범죄행위들 

중에서 비롯된 산출물의 은닉, ⑥ 자금세탁범죄, ⑦ 자신의 금융시장과 관련한 업무･지위･
특수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한다. 테

러리스트에 대한 조력 행위(형법 제421-2-1)와 테러리즘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형법 제

421-2-2)도 테러리즘 행위에 해당한다. 

테러보험 프로그램은 재물화재보험(Property fire damage), 자동차보험(Motor hull), 백

만 유로 미만의 비상업용 항공보험(Aircraft hull), 백만 유로 미만의 레저용 선박보험

(Vessel hull)에 적용되며, 건설배상책임보험, 해상항공보험, 화물 및 철도차량보험, 상해

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테러리즘으로 인한 재물 및 금전적 손실과 

피보험기업의 사업장 내 물적 손실로 인한 업중단손해를 보장한다. 형법 Article 421-2

에 따라 NBCR 공격도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2) 사이버공격의 테러보험 적용 

문제의 사이버공격이 형법의 테러리즘에 부합할 경우, 테러보험 프로그램은 테러리스트

에 의한 사이버공격을 보장한다. 즉, 사이버 테러리즘을 일괄 면책하지 않는다. 테러리즘

프로그램은 형법 Article 421-1.2와 Article 323-1~8로 인한 직접적인 재물손해와 그로 

인한 업중단손해를 보장한다. 형법 Article 421-1.2와 Article 323-1~8에 해당하는 사

이버 테러리즘 행위로 인한 비물리적 손해, 직접적인 재물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운 손실

은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악성 소프트웨어가 산업안전시스템을 감염시켜 화재와 

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장한다. 그러나 컴퓨터 네크워크에 대한 DDOS공격의 경

66) Criminal Code Articles 421-1 and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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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직접적인 재물손해는 없지만 기업활동중단으로 인한 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

한 손실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손상이나 가용성 훼손, 정보매개체(하드웨어, 메모

리, 하드디스크, USB, 스틱 등)의 기술적으로 복구 불가능한 손상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형법 Article 421-1.2에서는 형법 제3장에 정의한 컴퓨터 공격(Computer offences, as 

defined under Book III of the present Code), 즉 정보처리에 관한 범죄를 테러리즘 행

위로 규정한다. 형법 제323-1~7에서는 ‘비인가자의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

근(Unauthorised Access to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

거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규정한다. ①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속하

거나 이를 유지하는 자는 처벌한다. 정보의 삭제나 변경, 또는 운 체계의 변경도 처벌한

다(Article 323-1). ②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5

년의 구금형 또는 7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Article 323-2). ③ 자동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정보를 집어넣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있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한다(Article 323-3). ④ 형법 제323-1 이하의 범죄를 행

하기 위해 개발되거나 특히 그에 적합하게 조작된 장치나 컴퓨터프로그램, 정보를 적법하

지 않게 수입･소유･제공･증여･대여하는 행위는 그 범죄를 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Article 323-1). ⑤ 형법 제323-1 내지 제323-3-1의 범행을 예비하기 위해 단체나 집단

에 가입한 자는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형벌로 처벌한다(Article 323-4). ⑥ 자

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의 미수도 처벌한다(Article 323-7). 

3) 한계 및 추가논의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기업의 재물손해와 업중단손해에 대한 국가의 재보험담보 

및 무제한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인간의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대규모 사이버사고, 국가 주도･지원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재물손해 및 업중단손해와 

신체손해, 물리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업중단손해(사이버사고로 인한 NDBI) 등에 대

한 보장공백이 존재한다. CCR 등 관련 정부기관의 문 문서를 확인하 으나 이러한 공

백에 대해 프랑스 정부에서 어떠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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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운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보험담보 

및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있

는 상황에서는 사이버사고를 동 프로그램의 손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용

이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보험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

하기에는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하 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은 물리적 테러리즘과는 이질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

을 반 하고 심각한 보장공백이 예상되는 사이버공격을 포섭하는 데 있어 여러 난관에 직

면한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사이버행위가 테러리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테러리스

트’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아닌 경우, 인간의 실수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사고, 범죄조직의 

대규모 금전 목적 랜섬웨어 공격, 또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은 정작 프로그램 적용대상

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공격 등은 기존 

‘테러리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은 공격주체를 특정하기 쉽

지 않아 특정 사이버공격을 ‘테러리즘’으로 인정하는 것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요

국은 이러한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

램에 매몰되지 않고 동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메우

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다. 미국에서는 재난적 규모의 사이버사고, 국가 배후 사

이버공격,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NDBI(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업중단손해) 등에 대

한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물손해 및 업중단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담보 및 지급보증

을 제공하는 방안이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격자에 상관없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사이버공격’으

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