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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리스크 증가 및 경제 
회복세로 인해 배상책임 사고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  성장의  가속화 ,  기술 ,  사회  및  규제  변화로  인해  사고  자체의  

심도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최근  몇  년  간의  경제  침체기  동안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은  낮은  

추세를  기록 ,  보험회사의  순익  증가에  일조  

• 자본  강화와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가  보험사의  경쟁우위가  될  

것으로  전망  

 

취리히 ,  2014 년  9 월  15 일   —  최근  몇  년간  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은  

예상보다  양호하였다 .  스위스  재보험의  최근  시그마  연구  ‘배상책임보험  

클레임  트렌드 :  새로운  위험  및  성장  동력 ’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이익은  

보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했다 .  경제  성장률  둔화는  배상책임  

손해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하지만  향후  새로운  리스크  증가  

및  경기  회복은  사고  심도를  증가시키고  책임  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이다 .  

새로  부상하고  있는  리스크  

여러가지  사회 ,  규제  및  기술적  변화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이  증가할  것이며 ,  사이버  위험  및  수압파쇄법 ,  자동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서  파생되는  사고  또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  민사소송  

개선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고의  심도가  감소하였으나 ,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손해율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  

또한  보험회사들은  단일  재난사고로  인해  여러  회사 ,  국가 ,  산업  또는  타  

보험업종에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누적  위험에  대한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  “인터넷과  공급망을  통한  글로벌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함에  

따라 ,  배상책임  대재해 (casual ty  catas trophes)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Jayne P lunkett  스위스  재보험  Casual ty  총괄은  말했다 .  

배상책임  손해  증가율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  높아  

낮은  인플레이션  및  임금  증가율 ,  민사소송  개선법 ,  건강보험료  개선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2008 년  이래로  배상책임  손해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율  증가는  대체로  경제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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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할  것이며 ,  이러한  정상  추세로의  회귀가  예상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1 :  GD P  대비  배상책임보험  손해액  % 

 

 

 
* 정미손해액  기준 ;  독일 ,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경우  직접  손해액  기준   

출처 :  스위스재보험  경제연구소  

 

과거  사고들에  기반한  준비금  적립은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의  이익  증가에  

이바지하였다 .  그러나  향후  손해율이  증가할  경우  준비금이  고갈되고  대형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배상책임  리스크는  롱  테일 (Long- ta i l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더라이팅  

및  적정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  많은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수  

년  후에  사고가  보고되기도  한다 .  보험사들은  적정  보험료  산정을  위해  

언더라이팅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배상  책임의  롱  테일 (Long- ta i l )  

특수성  및  특수  산업군으로부터의  소송비용  등의  조사비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  자본을  유지해야만  한다 .  

 

빅  데이터 (B ig  Data)  및  미래지향적  모델링  

시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보험사의  혁신이  요구된다 .  보험사들은  빅  

데이터  및  미래지향적  모델을  이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핵심  위험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  예측  모델은  비교적  안정적  조건  하에서  미래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  모델은  배상책임  사고의  인과관계를  

반영한다 .  

Canada : 캐나다       France: 프랑스      Germany: 독일 

Italy: 이탈리아          UK: 영국*               US: 미국＊ 

 



 
 

3 

시그마  연구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Thomas  Holzheu 는  “오늘날의  

보험회사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를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배상  사고의  빈도  및  심도의  관측가능한  위험  

요인들간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언더라이팅의  역량을  강화  수  있다”고  

말했다 .  

 

Notes to editors 

Swiss Re 
The Swiss Re Group is a leading wholesale provider of reinsurance, insurance and other 
insurance-based forms of risk transfer. Dealing direct and working through brokers, its 
global client base consists of insurance companies, mid-to-large-sized corporations and 
public sector clients. From standard products to tailor-made coverage across all lines of 
business, Swiss Re deploys its capital strength, expertise and innovation power to 
enable the risk-taking upon which enterprise and progress in society depend. Founded 
in Zurich, Switzerland, in 1863, Swiss Re serves clients through a network of over 60 
offices globally and is rated "AA-" by Standard & Poor's, "Aa3" by Moody's and "A+" by 
A.M. Best. Registered shares in the Swiss Re Group holding company, Swiss Re Ltd, are 
listed on the SIX Swiss Exchange and trade under the symbol SREN. For more 
information about Swiss Re Group, please visit: www.swissre.com or follow us on 
Twitter @SwissRe. 
 
How to order this sigma study: 
The English, German, French, and Spanish versions of the sigma study 4/2014, "Liability 
claims trends: emerging risks and rebounding drivers", are available electronically on 
Swiss Re's website: www.swissre.com/sigma. The versions in Chinese and Japanese 
will appear in the near future. 
 
Printed editions of sigma No 4/2014 in English, French, German and Spanish are also 
available now. The printed versions in Chinese and Japanese will be available shortly. 
Please send your orders, complete with your full postal address, to sigma@swissre.com. 
 
How to obtain a copy of this sigma media information: 
The English, German, French and Spanish versions of this sigma media information are 

available electronically on Swiss Re's website: www.swissre.com 

http://www.swissre.com/
http://www.twitter.com/swissre
http://www.swissre.com/sigma
mailto:sigma@swissre.com
http://www.swiss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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