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Report 1

1.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세계적으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심해지고 있음

2019년 1월, 기록적인 북미의 혹한과 호주의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극단적 이상기온 현상1)이 발생함

세계적으로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1조 3천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보고됨2)

빈발하는 이상기온 현상과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음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난 

자연재해의 80%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 2014년에 일어난 폭풍, 가뭄 등 주요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인류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지목됨3) 

1) New York Times(2019. 1. 29), “US Midwest Freezes, Australia Burns: That is the Age of 
Extremes”

2) Hassol et al(2016), “(Un)Natural Disasters: Communicating Linkages Between Extreme Events 
and Climate Change”, WMO 

3) National Geographic(2014), “Half of Weather Disasters Linked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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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4-5등급의 대형 

열대성 폭풍이 25~3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4)

지구온난화는 지난 35년간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더운 날 17번 

중 16번이 2001년 이후에 기록됨

- 최근 수년간 이어진 동아시아 여름의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도 기상전

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음

또한 지구온난화는 바닷물을 팽창시키고 북극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인구가 밀집된 해안 도시의 자연재해 피해를 키움

지구 면적의 2%를 차지하는 해수면 위 10미터 지대에 세계 인구의 10%가 

거주하는 현실에서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문제임5)

이는 세계 인구 중 6억 3,400만 명 이상이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함

북극 빙하는 10년마다 12.8%씩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10년간 

9월의 북극 빙하량은 1979년 이래 최소였다고 보고됨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건조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년간 

산불 발생 면적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2017년과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 피해액은 각각 180억 달러와 

35억 달러에 달하였고, 사망자도 각각 47명과 104명 발생함

4) Holland, G. and Bruyère, C.L. Clim Dyn(2014), “Recent intense hurricane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Climate Dynamics, vol. 42, pp. 617~627

5) Conservation International(2018), “F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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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의 집단 수용은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며 이로 인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2018년의 경우,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135개국에 걸쳐 1,880만 

명의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음6)

2. 인류의 활동이 초래한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기후 패턴의 통계적인 변화가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평균적 변화뿐 아니라 변동성의 확대도 아우름

기후변화는 기온과 강수량 등의 평균적 변화와 함께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등 변동성의 확대도 함께 의미함

기후변화의 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임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40% 이상 높아졌으며, 

이는 지구 평균기온을 섭씨 1도 상승시킴

지구온난화에 가장 영향이 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증가 원인은 논쟁이 

있었으나 점차 인류활동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인류는 생산 및 여가 활동 과정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왔음

6)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2018. 5), “2018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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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7))는 2014년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류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바 있음

IPCC 특별보고서8)에 의하면 인류활동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섭씨 약 1도 내외의 기온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됨9)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논의로 점차 그 축이 옮아가는 상황임10)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규명하려는 환경이나 과학적 논의를 통해 

인류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으로 결론지어짐

지구온난화를 늦추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적 논의가 IPCC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증대되고, 이에 대처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경영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기후변화 위험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안함

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8) IPCC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C〫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9) IPCC(2018. 10), “Global Warming of 1.5 C〫”, IPCC Special Report
10) Geneva Association(2018), “Climate Change and Insurance Industry: Taking Action at Risk 

Managers and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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