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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5개 글로벌 리스크 범주 - 지형도

향후 10년 동안의 글로벌 리스크의 잠재적 파급효과와 글로벌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형도.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Global Risks 
Survey)’의 응답자가 1에서 5까지 5점 척도로 평가.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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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 2012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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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글로벌 리스크 지도 2012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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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오늘날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

회 모든 분야에서 의사 결정권자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결정 환경은 변화를 거

듭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

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십 년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분야에서 대대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

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글로벌 경

제의 재편과 세계 인구 70억 돌파, 이에 따라 대두

된 사회적∙환경적 차원의 도전 과제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심화된 복

합성(complexity)은 국가, 기업, 문화와 지역 사회를 

압도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모델을 검토하고 개발할 때입니다. 제가 세계

경제포럼의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

한 취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제7판 보고서에서

는 50개의 글로벌 리스크를 망라하여 리스크에 대

한 보다 정교한 설명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세밀

한 파악, 감시, 관리 및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의 노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

니다. 또한 선정된 글로벌 리스크들은 모두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촉

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아젠다 위

원회(Global Agenda Councils)’ 회원 등 리스

크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

다. 또한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Risk Response 

Network)’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서도 온갖 조언

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가 선

정한 리스크들은 공통적으로 신속성, 다양성 

및 상호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그 복합성

을 숙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이 복합적일수록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크지만, 역으로 그만큼 더 많은 잠재적 

기회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함께 

전지구적 미래를 그려나갈 선견지명과 협력 정신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생존 본능을 바탕으로 전 

지구사회의 혜택을 위해 위기의 긴급성 해소에 초

점을 맞추는 기존의 리스크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창설자 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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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세계경제포럼의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RRN)’는 민

간 분야와 공공 분야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리스크

의 세밀한 파악, 측정, 감시, 관리 및 완화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발족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제7판 보고서는 조사방법 면에서 대폭적인 개선

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보고서의 데이터와 분석 내

용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5개 범주와 50개 글로

벌 리스크 세트로 조사 범위를 확장한 최신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69명의 전

문가와 산업계의 리더들이 조사에 응해주신 덕에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리스크 평가 데이터를 확

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사는 간단명료한 5점 척

도 방식으로 향후 10년 동안 각 리스크의 파급효과

와 발생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5점 척도 방식

은 화폐 단위나 사람 수와 같은 막연한 추정치를 척

도로 사용했던 기존 보고서에 비해 보다 직관적인 

측정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천 

명 이상의 세계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경제포럼

의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 네트워크(Global Agenda 

Council Network)’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

능했던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도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독자들은 실

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개발된 디지털 플랫

폼 ‘탑링크(Toplink)’를 통해 각 글로벌 리스크에 대

한 다면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링크는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 관계자들을 위한 소셜 미디

어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갖춘 정

보 공유 플랫폼입니다. 현재 다수의 혁신적인 리스

크 분석 및 측정 툴이 개발 중이며 여기에는 ‘리스

크 레이더(risk radar)’와 역동적인 ‘리스크 지표(risk 

baromet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의사 결정권자들

이 복합적 특성을 가진 리스크 사건을 평가하고 위

기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특별 보고

를 올해 보고서에 포함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

니다. 나아가, 본 보고서의 세가지 사례에서는 이러

한 차원에서 각기 면밀히 검토해야 할 주요 논의 주

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

는 또한 탄력적인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남은 한 해 동안 포럼 행사에 위원회 위원들, 

리스크 최고 관리자, 최고위 정책 입안가들을 초청

해 이 세가지 사례를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는 2012년 이후에도, 리스

크 완화에 초점을 맞춘 태스크포스 발대 및 이니셔

티브 추진을 통해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글로

벌 리스크들을 해당 지역, 국가, 산업의 상황에 맞

게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걸치는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들의 공동체인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노력

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은 ‘리스크 대응 네트

워크’ 내에서 주로 리스크 완화에 집중하는 전문가

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

년 본 보고서의 완성도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여러분의 코멘트

나 고견을 기대합니다.

리 하웰

운영이사(Managing Director)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Risk Respons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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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세가지 리스크 성좌 사례들은 특정한 글로벌 리스크 조합들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 사례들은 최초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된 상호 관계의 정량적 분석

에 바탕을 두었으며, 그 후 전 세계적인 포럼 워크숍을 통해 실시된 정성적 분

석과 프로젝트 고문들과의 후속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사례 1 : 디스토피아(Dystopia)의 씨앗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인 디스토피아는 고난으로 가득하고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미래상을 의미한다.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들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류 대다수에게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도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

는 재정적, 인구통계적, 사회적 리스크들의 특정 조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리

스크 세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다수의 젊은층 인구는 만성적 고실

업에 발목이 잡히는 한편, 역대 최대의 은퇴 인구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 상당한 기술 격

차(skill gap)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에도 직면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경제 여건의 악화가 국가와 시민간의 사회 계약을 위태롭게 할 

경우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실행 가능한 대안

의 부재 시, 보호주의, 국가주의, 포퓰리즘이 글로벌 경제의 하강국면을 가속화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사례 2 : 우리의 보호책은 얼마나 안전한가?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번영과 안전의 밑바

탕이 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새로

운 기술, 금융 부문의 상호의존성, 자원고갈,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

크 세트는 정책, 규범, 규제, 혹은 제도와 같이 보호 시스템 역할을 하는 기존 

보호책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기존의 보호책으로는 더 이상 

필수 자원을 관리하고 질서 있는 시장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다. 

세계화에 내재된 상호의존성과 복합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

에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한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보다 폭넓은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산업계, 정부, 학계, 시민 사회 469명의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개 범주에 걸친 50개

의 글로벌 리스크를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하나의 개별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러 글로벌 리스크들의 특정한 조합인 리

스크 성좌(constellation)가 야기할 수 있는 파급효

과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리스크 세트들의 

검토를 통해 우리 미래의 번영과 안보에 심각한 위

협을 가하는 세가지 주요 리스크 성좌 사례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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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연결성(Connectivity)의 어두운 이면

가상 세계에서의 범죄, 테러리즘, 전쟁의 효과는 아직 현실 세계에서와 동일

한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초

연결사회(Hyperconnectivity)’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50억개 이상의 휴대전

화를 인터넷 서비스 및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상은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 경우와 

관련된 글로벌 리스크 세트를 통해 이러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

센티브들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이버 안보

는 이제 공익의 문제로 인식되는데, 이는 주요 정보 기술 시스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

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었던 반면, 물리적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힘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이제는 국경이란 개념이 유명무실해졌다. 세계 경제의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 보고 : 동일본 대지진

특별 보고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쓰나미, 원전 위기 사태가 우

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져다 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리더십의 역할

과, 정보화 시대에서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예상

치 못한 규모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조명해본다.

50대 글로벌 리스크

향후 10년간, 50대 주요 글로벌 리스크들의 파급효과, 발생가능성, 상호연관

성을 전망해본다. 표 4와 5는 각각 올해의 조사에서 향후 10년 동안 발생가

능성과 잠재적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5개 리스크들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의 전체 응답 내역은 별첨 2 참조).

표 4 : 발생가능성 기준 상위 5개 리스크 

표 5 : 파급효과 기준 상위 5개 리스크

13페이지 ‘조사방법 및 설문조사 결과(Methodology and Survey Results)’ 

섹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조사 

응답자들이 5개 리스크 범주 각각에서 가장 큰 체계적 중요성을 가진 것

으로 판단하는 ‘중심(重心) 리스크(Centres of Gravity)’의 개념을 도입했다.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에 있어 ‘중심 리스크’ 개념은 전략적 개입을 안내

하는 구심점(focal point)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12 중심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  만성적 재정 불균형 (경제)

-  온실가스 배출 (환경)

-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지정학)

-  지지할 수 없는 인구증가 (사회)

-  주요 시스템 실패 (기술)

본 보고서는 미지의 요인(X Factors)들에 대한 전망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지의 요인의 예로는 화산 겨울, 후성유전학

(epigenetics), 초대형 사고와 같은 개념들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가 글로벌 리스크의 지도 제작, 감시, 관리 

및 완화를 위해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데 연구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용어 사전

5개 리스크 범주(Five Risk Categories) :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중심(重心) 리스크(Centres of Gravity) :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Global 

Risks Survey)에서 가장 큰 체계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지목된 리스크

들을 지칭한다.

주요 커넥터(Critical Connectors) : 여러 중심 리스크와 연결된 리스크들

로서 5개 중심 리스크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합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글로벌 리스크

는 지정학적 범위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산업에 걸쳐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에 관해서는 불확실하고, 다중 이해관

계자들의 대응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를 갖는

다. 

약한 신호(Weak Signals) : 다른 리스크들과의 연관성이 미미하며 설문조

사 평가 항목(파급효과, 발생가능성)에서 높은 불확실성을 보인 요소들이

다.  

미지의 요인(X Factors) :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미래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우려 사항.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리스크 중의 하나로 간주

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미래에 감시 대상으로 지목한 요소들이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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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 리스크 지형도 변화

2012년 보고서의 리스크 지형도는 기존 보고서에서 사용된 37개 리스크 세트보다 한층 더 정제되고 확장된 50개 리스크 세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와 2011년 보고서와의 일대일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Box 1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우려 대상이 2011년 환경 리

스크에서 2012년에는 사회ㆍ경제부문 리스크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항목에서는 경제부문 리스크가 환경부문 리스크를 밀어내

고 1위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경제∙환경부문 리스크가 가장 높은 잠재적 파급효과를 가진 리스크로 간주되었던 반면, 2012년에는 사회ㆍ경제부문 리스크로 

변경되었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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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및 설문조사
결과

그 후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에 참석한 보다 큰 규모의 전문가 그룹이 본 리

스트를 검토했다. 469명의 응답자가 향후 십 년 간의 각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과 잠재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리스크

는 산포도 상에서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지점에 위치했다. 이는 선정

된 50대 리스크에 대해 실제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표 6 : 50대 리스크 모두 산포도 상에서 발생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지점 부근에 위치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또한 범주 별로 한 개씩 총 5개의 중심 리스크를 선정하도록 

요청 받았다. 즉 해당 부문 리스크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으면서, 구조적 중요

성이 가장 높거나 다른 리스크들에 대해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가장 큰 리스

크들을 선정하도록 요청 받은 것이다. 표 7 ‘2012 글로벌 리스크 지도’는 글로벌 

리스크들간의 상호연계성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중심(重心) 리스크들은 다음과 같았

다. 

-  만성적 재정 불균형 (경제)

-  온실가스 배출 (환경)

-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지정학)

-  지지할 수 없는 인구증가 (사회)

-  주요 시스템 장애 (기술)

5개 ‘중심 리스크’와 가장 연계성이 높은 리스크들은 이들의 파급효과를 강조

하기 위해 짙은 회색의 별 모양 성좌로 표시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제7판은 세계경제포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 및 워크

숍을 실시한 후 그 결과들을 취합하는 이전보다 한

층 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해 작성되었다. 이번 보고

서는 50개 글로벌 리스크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

다. 이 50개의 글로벌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의 지

정학적 범위와 산업간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에 관한 불확실성, 다중 이해관계

자들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리스크들을 의

미한다. 이 50개 글로벌 리스크는 경제, 환경, 지정

학, 사회, 기술 부문 리스크의 5개 범주로 구분된다. 

2012년 리스트는 세계경제포럼의 다중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주요 전문가들과의 워크숍과 인터뷰를 

통해 개정되었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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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5대 ‘약한 신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조사 응답자들 간의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 했는데 특히 서로 다른 지역의 응답자들 간에 이러한 시

각차가 두드러졌다. 본 보고서에서 상정한 사례들에서는 ‘약한 신호’들을 직접

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들의 연계성

과 심각성을 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012 글로벌 리스크 지도’ 분석을 통해 각 ‘중심 리스크’를 서로 연결 하는 데 

있어 4개의 리스크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글로

벌 리스크의 주요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4개의 ‘주요 커넥터’들은 다이어그램 

상에 검은 점으로 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  심각한 소득 불균형 (경제)

-  주요 시스템적 금융 실패 (경제)

-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 (경제)

-  에너지/농산물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 (경제)

‘약한 신호(Weak Signal)’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연계성이 가장 약한 리스크들

을 의미한다. 해당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링크의 수와 조사 응답자들에 의해 

선택된 횟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5대 ‘약한 신호’는 다음과 같다.

-  지자기 폭풍에 대한 취약성 (환경)

-  지구궤도 잔해 확산 (기술)

-  나노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기술)

-  비효과적 마약 정책 (사회)

-  우주 군사화 (지정학)

표 7 : 2012 글로벌 리스크 지도 (상세)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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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에 요약된 글로벌 리스크 유형 분류체계를 통해 기존 보고서들보다도 훨

씬 더 체계적으로 상호연계성의 복합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2년 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 그룹별로도 리스크에 대한 시각차가 발견

되었다. 스스로를 해당 범주의 전문가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조

사 대상 샘플들에 비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부문 리스

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가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발

생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오히려 더 낮게 평가했다. 별첨 2를 통해 리스크 인식

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6개 지역(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북아프

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이의 격차, 두 번째, 소속 기관별

(학계, 기업계, 정부, 국제 기구, NGO 및 다른 단체) 응답자들 간의 격차, 세 번

째, 스스로 해당부문 전문가라고 밝힌 응답자와 비 전문가 응답자들 간의 격

차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어질 3가지 사례들은 조사한 데이터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리스

크 간의 잠재적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세계가 향후 10년간 직면하게 될 상호 

연계된 글로벌 리스크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다. 

5개 범주, 중심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 리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6

페이지 섹션 4를 참조.

전체 리스크 지형도는 5페이지 표 2를 참조. 

표 8 : 글로벌 리스크 유형 분류체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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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디스토피아(Dystopia)의 씨앗

리스크 성좌(Risk Constellations)와 

잠재적 파급효과

‘아랍의 봄(Arab Spring)’,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Occupy movements)’ 등과 

같이 최근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시위 사태에서는 두 가

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정치ㆍ경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 째는 기술 발달에 따라 상

호연계성이 강화됨으로써 대중들간의 신속한 규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결

국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위 사태들을 해석해 보면 향후 십 

년 동안 전 세계 사회적 추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세계의 경제 및 인구통계

학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들은 선진경제국, 신흥경제국, 저개발국별로 상이한 모습으로 전개

되고 있다. 서유럽, 북아메리카, 일본과 같은 선진경제국에서는, 오랫동안 당연

시되었던 사회 계약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은퇴가 가까워진 근

로자들은 국가 연금, 정년 보장,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혜택과 같이 그들이 오랫

동안 누려온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선진경제국의 젊은층 인구는 자신들이 국가부채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축된 노동 인구의 일원

으로서 늘어만 가는 노년층 인구를 부양해야 할 부담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최악의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노후 준비까

지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고실업 문제가 계속될

수록 고용주들은 점점 더 그들에게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얻기 힘들어질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상당 수의 젊은층 인구가 경제적ㆍ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조차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신흥경제국들은 사뭇 다른 상황과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

양해야 할 인구는 적고 노동 인구는 많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페루, 그리고 브릭스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들은 노동 인구의 고령화

가 발생하기 전에 그들이 가진 인구통계학적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서두

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세계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위축된 수

요를 감안해볼 때 신흥경제국들이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경제국들의 빠른 경제성장은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나

눠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하게 만들었지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경제

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사회 계약을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디스토피아’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의 노력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직

면할 수 있는 현실을 묘사하는 용어이다. 본 사례

는 현재의 재정적·인구통계적 추세가 어떻게 그간 

세계화가 가져다 준 이득을 역전시켜서, 한때 부유

했던 국가들이 기존 사회적ㆍ재정적 책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불안심

리가 만연하게 되는 새로운 부류의 주요취약국가

(critical fragile state)로 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러한 국가는 시민들이 사회보장 수급권의 상실에 

한탄하는 선진경제국일 수도 있고, 젊은층에게 기

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

하지 못하는 신흥경제국일 수도 있고, 혹은 부와 사

회적 가치 창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개발국일 

수도 있다. 본 사례는 끊임없이 디스토피아의 씨앗

을 뿌리고 있는 사회는 인구 고령화, 청년실업, 심화

되는 불평등, 재정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장차 언제든지 보다 심

각한 사회적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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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세계 인구 증가 및 인구의 도시 집중화

출처: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9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0)

국가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표 9를 통해 대다수 국가의 경우, 경제 생활 수준 향상

과 함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기본 권리 향상 또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약 12개 국가의 경우,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누린 반면 정치적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기

본적 자유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위축되었고 이는 사회적 소요사태로 이어지

기 일쑤였다. 실제 이 국가들 대부분이 최근 사회적 동요를 경험했다는 공통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빈국들의 경우, 극도로 취약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심

각한 인구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 

그리고 다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저개발국과 취약국가들

은 그들의 급증하는 인구에 기본적 의료 서비스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여

성들의 잠재력을 활용해 부를 창출하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설명한 서로 다른 3개의 경제적ㆍ인구통계학적 상황은 사람들의 이주 

현상에 따라 결국 서로 연결되는 문제들이다. 세계 전역에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농촌 경제가 압박을 받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급속히 도시로 이주하

고 있으며 도시는 이러한 유입 인구를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

다. 표 10은 농촌 인구는 2023년쯤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 인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도시 노동 인구에 편입된 젊은층 인

구는 그간의 교육이 세계화가 가져다 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역량과 비즈니스 지식을 갖추게 해주지는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표 9 : 경제적ㆍ사회정치적 변화

시민들의 경제 수준은 향상된 반면 사회정치적 자유는 줄어든 국가들:

출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2011 Survey Release (2011); and Heston, A., Summers, R. and Aten, B. Penn World Table, Version 7.0 
(May 2011)를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포럼 분석 결과

1: 미국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정
치적ㆍ시민적 자유도 지수 평균, 1=최고점수 7=최하점수.

2: 대수 계산자(Logarithmic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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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를 위한 사회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09

년 2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는 세계 경제가 완전히 성장세를 회

복해야만 할 것이다. 유동성 위기 이후 2년만에 전 세계 2천 7백만명이 일자

리를 잃었다.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도 근무 시간, 임금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복리 후생까지 줄어들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4 젊은층 인구

는 취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급기야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잃어버린 세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

고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기 후퇴가 시작된 이래, 많은 국가에서 빈곤, 정신 질

환, 약물 남용, 자살, 이혼, 가정 폭력, 아동 유기, 아동 방치, 아동 학대와 같은 

문제들이 증가했다.5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전망이 팽배해지고 

있다. 2011년 갤럽 여론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더 악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높아졌다. 빈곤층에 해당되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보유

하고 있는 재산은 전 세계 부의 1%도 채 되지 않는 반면, 세계 상위 1퍼센트가 

세계 자산의 거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극단적 소득 불균형 상태는 이

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6 표 13은 세계의 불평등 상황을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게 해주고, 표 14는 많은 선진경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 2025년의 인구 불균형

연령별 인구 비율을 4세 간격의 세로축으로 나타낸 인구 피라미드

국가간 이주는 인구통계학적 지형도에 역동적 요소를 추가한다. 국가간 이주 

현상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

을 수급해주는 합법적 채널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로의 

노동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주민과 이주민 가족들의 권

리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합법적 채널의 부재 시에는 비 정상

적 이주가 기승을 부리고, 이에 따라 불법 이주단과 밀수단도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간 이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 이주 

문제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이 고조되고 종

래에는 거주지의 공식 노동 시장에서도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전문가

들은 큰 우려를 표명한다.

표 11은 만성적 노동시장 불균형, 만성적 재정 불균형,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강한 연계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러한 역동성을 담아내고 있다. 극단적 수준의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이러한 불

안 요소들을 증폭시키면 세계화는 위축된다. 그리고 한 때 부유했던 국가들이 

더 이상 사회적ㆍ재정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쇠락하고 결국 

새로운 형태의 주요취약국가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점점 더 분열되어가고, 모순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조는 이미 곳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글로벌 디

스토피아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추세와 불확실성

2050년까지, 전 세계의 도시인구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해 62억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같은 시점에 89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인구의 70%

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가 지난 4천년에 걸쳐 구축한 도시 수용력(주

거, 인프라시설, 편의 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도시 수용력을 앞으로 40년 만에 

구축해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한편,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1950년 8퍼센트에서(약 2억명), 2009년 11퍼센트(7억6천만명)으로 증

가했으며, 앞으로 2050년까지 60세 이상 노년 인구 비율이 두 배로(2십억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노년층 인구는 연간 2.6퍼센트 증

가해 전체 인구 증가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10년동

안 노년층 인구 증가율은 연간 1퍼센트 미만씩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2 이는 

결코 선진경제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신흥경제국에서는 10세

에서 24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3 표 12는 2025년의 연

령별 인구 분포를 전망하고 있다. 

표 11 : 디스토피아 성좌(Dystopia Constellation)의 씨앗

근원 리스크
인구통계학적 문제의 관리 실패:

연령, 인구 규모, 지역

경로
일자리,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소득 격차 악화.

발현
사회불안과 위축의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출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0.

1 World Economic Forum.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1.
2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0.
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2010.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orld of Work 2011.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he Global Social Crisis”,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1.
6 Credit Suisse. “Global Wealth Report”, Research Institut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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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한 명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

다. 응답자 상당수는 앞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사회적ㆍ지정학적 대변동이 발

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9  

핵심 결론(Key Insights)

재정 불균형과 인구통계학적 추세가 상호 연계하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경

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세계 경제의 잠재력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

인다. 부와 권력은 결국 정치ㆍ금융 분야의 기득권층에게만 집중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망감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받쳐줄 

경우 급속도의 도시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부

유층과 빈곤층 간의 생활 수준 격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인

터넷은 이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을 경우, 소

득 격차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꿈 많고 성실한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미래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무기력, 단절감, 

이탈감이 팽배하게 된다. 2011년 미국에서 중동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시위 사

태들은 이러한 불만이 폭력, 사회 불안정으로 확대되기 전에 각국 정부들이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고령화 인구 관리, 그리고 일부 청년층이 경제 성장으로 창출된 기회로

부터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

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선진경제국, 신흥경제국, 저개발국 별로 문

제들이 전개되는 방식은 상이하지만 그 해결 방식은 놀랄 만큼 유사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 즉, 청년들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하고, 안전

하고 체계적인 이주 채널을 통해 그들의 노동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더십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우울한 현

실 속에 환멸이 팽배하면서 사람들은 글로벌 연계성(global connectedness)에

서 이탈하게 되고, 결국 세계가 ‘디스토피아’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 밖

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질문

   

대내적으로도 극단적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 거주

민들은 이제 내륙의 귀주성 주민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15년이나 더 길고 연간

소득도 2만 달러나 더 높다.7 총체적 불평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앞으로 십 년 동안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글로벌 

리스크로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지목했다는 것은 소득 불균형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의 증가는 고령화 인구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

고 있다. 신흥경제국의 가계부채는 연 소득의 30퍼센트 수준인 반면, 선진경

제국의 경우 연 소득의 150퍼센트, 즉 1.5년분의 연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다.8 세수도 줄어들어 정부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

라 사회적 고충을 복지와 경기 역행적 재정지출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의 능력 또한 위축되었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인구와 경제 둔화로 사회 계약이 큰 압박을 받고 있

는 반면, 신흥경제국에서는 사회 계약의 공식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인도의 ‘전국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s Act)’과 브라질의 ‘빈곤퇴치계획(Plano Brasil Sem Miseria)’과 같

이 궁극적으로 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위해 부의 재분배와 소득 보장을 목표

로 하는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들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선

진경제국의 복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성장과 고용 확대에 대한 의존

도가 높기에 본질적으로 경제 위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분기별 ‘글로벌 신뢰도 지수(Global Confidence 

Index)’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경제

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표 13 : 소득 불균형

표 14 : 많은 선진경제국에서 소득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7 “Gapminder”. Gapminder World, http://www.gapminder.org/, 2011.
8 Credit Suisse. “Global Wealth Report”, Research Institute, 2011.
9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신뢰도지수(Global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민간부문 외의 부문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거의 54퍼센트가 세계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40% 정도의 응답자만이 2012년 경제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출처: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

출처: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at Drives It and How Can
Policy Table It? Paris: OECD, 2011.

만성적 노동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각국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2022년의 사회 계약 형태는?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실업자들을 훈련

시킬 효과적 방안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고령화 인구와 팽창하는 젊은층 인구로 인한 사회경제적 역동성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디스토피아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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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우리의 보호책은 얼마나
안전한가?

리스크 성좌(Risk Constellations)와 

잠재적 파급효과

2010년 4월 14일,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재 구름이 북유럽의 하늘을 뒤

덮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는 1991년 ‘피나투보(Pinatubo) 화산’ 폭발 당시 화산재로 인한 일부 항공기 제

트 엔진 오작동 이후에 개발된 보호책에 따라서 수천 건의 항공편 운항을 중지

시켰다. 초기에는 화산재가 비행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가할 지를 명확

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적절한 예방 

조치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수백만 명의 승객과 화물의 발이 묶

이면서 항공사와 공항 측은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위기에 놓였고 ‘에

이야프얄라요쿨(Eyjafjallajokull)’ 화산은 여전히 대기에 화산재를 뿜어대고 있

었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항공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 제

기되기 시작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시험용 항공기를 화산 위 상공에 파견했으

며 시험용 항공기들이 엔진에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고 복귀함에 따라 규제 완

화를 위한 임시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돌이켜보면 당시 처음부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끔찍했던 며칠 동안 항공편을 전혀 이용하지 못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과연 달리 다른 수가 있었을까? 만약 보호책

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항공편 운항도 중단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리스크가 

실제 발생하여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면?10 

인명 피해의 비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항공사들은 비행 안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을 것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갑작스런 

참사를 경험한 규제자들은 지나친 보상의 분위기 속에서 규제를 필요 이상으

로 엄격하게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의 특별

보고서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실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결국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계인들의 불안감을 증

폭시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원전 17개 중 8

개를 즉각 폐쇄했고 남은 9개 원전 역시 2022년까지 전부 폐쇄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규제의 의도

하지 않은 부작용은 다른 여러 글로벌 리스크들과

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규제가 갖는 폭

넓은 취약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장과 번영의 

발판이 되는 핵심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다. 지나치게 느슨해서 실패하거나, 지나치게 엄격

해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균

형 잡힌 보호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

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

융, 교통 네트워크, 새로운 과학기술, 부족한 자원, 

기후 및 생물 다양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에도 해

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기존의 규제 설정 과정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 또는 특정 조치에만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

고, 불충분하고, 분열되어 있어, 급속히 진행되는 세

계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책, 규제, 또는 제도가 좀더 

기민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불가결한 보호책을 제공

할 수 있으려면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10 Alemanno, A. Governing Disaster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1.



표 15 : 우리의 보호책은 얼마나 안전한가?

세계경제포럼의 연례 ‘임원 의견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s Survey)’의 데

이터는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아래 표는 전 

세계적으로 최신 기술이 점점 더 각 지역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된 

반면, 신기술의 리스크 관리 기관 등 보호책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신뢰 

관련 지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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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보호책은 결국 동일한 결과로 이

어진다. 적절한 산업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훼손되고 상실되는 것

이다. 보호책을 수립할 때의 과제는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 결과를 잘 저울질하여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 하는 시스템의 상호의존성과 복합성이 심화됨에 따라 

규제의 만족스러운 균형점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 국가의 규제

가 의도치 않게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양의 화산재가 발생해야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전

문가들에게 있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 복잡(complicated)

하긴 하지만 여러 요소들이 혼재된 복합적(complex)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

다. 이를 테면 화산재가 어떻게 엔진을 파손시킬 수 있는 지는 잘 알려진 사

실이다. 반면, 복합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요소들간의 인과관계가 비선형이며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

한 동일본 대지진이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바로 그런 경

우이다. 또다른 최근의 사례로는 미국의 주택담보부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 세계 은행들을 마비시킨 사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6 : 위험한 보호책 성좌(Safeguards Constellation)

근원 리스크
복합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경로
부적절한 보호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
한 다수의 리스크들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악화.

발현
수습 불가능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음. 일부 리스크
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반면, 
특정 리스크들은 더 심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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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볼 때 “선제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가 보다 바람직

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 하에서는 규제자들이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 혁신의 발전 추이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호하려는 

대상 시스템과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역동적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

한다. 선제적 거버넌스는 혁신이 전개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나 기회에 발맞춰 지속적으

로 강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한 보호책을 수립하는 것을 수

반한다. 선제적 거버넌스 모델은 기후변화에서 맞춤형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핵심 결론(Key Insights)

복합성을 가진 세계 속에서 불확실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부터 완벽한 보호책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규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

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합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통

제가 종종 착각일 뿐이다.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역사실적 추론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폭넓은 시스템 보호책을 설정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책은 변화하는 정보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고 역동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의 공동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화산재 구름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보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새로

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공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규제자들과 시험 비행을 실시한 항공사들은 불과 며칠 만에 정보 교

환 반복 프로세스를 거쳐 규제를 개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식이 입수됨에 따

라, 재난의 잠재적 파급효과와 이익 창출 활동을 억누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손실 중 어느 쪽이 큰 지를 계속해서 따져보는 것이 가능해졌다.13 최신 정

보를 가진 상황에서 규제자와 사업자간의 역동적 반복 프로세스 운영 사례는 

이상적인 보호책 수립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누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고 누가 잠재적 편익을 얻게 되

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호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품질규격, 리스크 완화 실천방

안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개인이나 기업, 조직은 이러한 보호책

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거나 교묘히 규제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유인

을 갖게 마련이다. 은행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 부를 때처럼 손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다른 당사자 모두가 보호책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시스템상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

가 날 경우 비행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므로, 항공 관련 기

업들은 공항에서의 수하물 검사와 같이 모든 항공사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정책을 함께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일부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먼

저 채택해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추후 동종 산업계 모든 기업들이 자

발적으로 해당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14

이와 같은 이슈는 규제 유형별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럼

의 전문가 커뮤니티와 논의해 본 결과 규제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활동에 맞

춰 좁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고, 악의적 행동, 사고 또는 재난의 방지를 목표

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보호책(safeguard)”이라는 용어는 규제의 논

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스템 관점에서의 논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다. 오늘 날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글로벌 환경에서는 어떠한 활동이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2차(secondary) 효과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가 발생

하기 마련이며 이들 역시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규제 자체

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촉발시킬 수 있다. 전

문가들에 따르면 복합적 상호의존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좁게 설계된 규제와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는 다양한 2차 시스템 효과 사이의 

간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 2012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핵심 시스템을 위한 보호책 수립 

시 균형점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높다

는 사실이 발견됐다. 표 16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응답자들은 규

제의 부작용을 재정 불균형, 토지/수로 관리 실패에서 온실가스 배출, 나노기

술과 생명과학 혁신의 부작용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리스크들과 연결성이 가

장 높은 요소로 지목했고 그 결과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이 ‘주요 커넥터’로 부

각되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보호책을 연결하는 공통의 핵심 명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지목했다. 바로 의사결정권자들이 보호책 문제를 관리하는 정책, 규범, 규

제,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 더욱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더 많은 자원

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을 다른 요소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리스크로 평가했지만, 설문조사 분석 결과

는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이야말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근원적’ 리스크

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부작용이 재앙적 파급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다른 글로벌 리스크들과 거미줄처럼 빼곡한 링크들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통

해 알 수 있다. 

추세와 불확실성

기존의 리스크 대응 접근법들은 시스템의 복합성 앞에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

고 있다. 국가들은 그간 관례상 규제, 인센티브, 지휘 계통과 같은 수단에 의존

하는 예측과 통제(predict-and-control) 접근법을 주로 차용해왔다. 규제 기

관들은 위협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특정 활동을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

하는 예방적 접근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해당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잠

재적 편익이 큰 경우, 아주 미미한 안전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러한 예

방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균형 잡힌 접근법이 아닐 것이다.11

예방적 접근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 평가(impact 

assessments)가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파급효과 평가는 시나리오 플래

닝(scenario planning)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안된 규제들의 비용, 편익, 리스

크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급효과 평가 역시 시스템의 내구력 구축과 리

스크의 전반적 모니터링보다는 특정부문의 기존 정책이나 새로 기안된 정책

이 다른 부문(교통, 보건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데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2

11 Meyer-Emerick, 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Life Sciences: Revisiting Biopolitics”.
   Administration & Society, 2007, 38: 689-708. http://aas.sagepub.com/content/38/6/689.
12 보건 당국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외부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를 위해 유럽 보건 당국이 적용한 파

  급효과 평가(impact assessments)의 실효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례들은 Wismar, M., Blau, J., Ernst,
   K. and Figueras, J. The Effectiveness of Health Impact Assessment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를 참조.

13 Alemanno, A. Governing Disaster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1.
14 항공 산업계 데이터를 활용한 티핑 포인트 시뮬레이션 사례는 Heal, Geoffery G. and Kunreuther,
    Howard H. “IDS Models of Airline Securi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05, 49: 201-217. 참조



Box 2 : 기존 보고서 내용 발췌(From the Archives)

『200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 복합성과 탄력성』,

2006년 세계경제포럼 연례 회의

경제 리스크 그룹의 최대 과제는, 발표자에 따르면, “무사 안일주의를 타파”하

는 것이었다. 발표자는 그룹 회원 대다수가 세계 경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

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룹 내 일부 회원들이 심각한 위기가 존재한다고 주

장했을 때, 다른 회원들은 이미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회원들은 아래와 같은 우려 대상 목록을 도출해 냈다. 

1.   자산 거품과 자본의 대규모 잘못된 배분 (예. 미국 부동산 시장)

2.  석유의 단기적 가격 급등과 장기적 가격 상승 및 가격의

     극심한 변동 가능성

3.  세계적 경상수지 불균형

4.  중국의 금융 시스템 문제 발생가능성과 지정학적 긴장 가능성

5.  산업화 국가에서의 재정 위기

이러한 리스크들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만 두 개 이상의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 토

론자는 “두 개 이상의 리스크가 결합되어 발생할 시 세계화에 큰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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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수립에 있어 규제 차익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호책에 대한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매커니즘이 없다면, 위험할 정도로 느슨한 규제가 

단 하나의 관할 구역에만 있더라도, 예를 들어, 독성 나노입자의 생성이나 누

출이 발생하면 전 지구적 재앙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복합 시스템 하에서 

규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반대로 반복적이고 점진적

인 학습 프로세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엄격한 글로벌 규제적 단일문화에서보다는 다양한 지역적 규제 

환경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관할 당국들이 서로의 실수로부터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행착오로부터의 학습 효과를 촉진하는 동

시에 하나의 실수가 재앙으로 치닫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

이다. 이와 같은 균형점을 찾는데 있어 핵심은 각 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

력하여 정보를 공유해나갈 수 있는 보호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앙 또는 재앙의 원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책을 수립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관할 당국들은 타산지석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 리스크를 다양화하고 하나의 체제에서의 규

제 불균형이 전체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적 방법을 제시해준다. 세계 공동체가 정보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책의 개발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중요하다. 

복합 시스템의 내구력 향상을 위한 보호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알려진 

미지의 세계(known unknown)”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한가지 방법은 창의적 프로세스와 응용 

상상력(applied imagination)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스크 대응 네

트워크’는 “what if?” 인터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오피니

언 리더들과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기록함으로

써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합의가 종종 이루어지지만, 리스크가 실

현되기 전에 보호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

를 들어, 2006년 ‘세계경제포럼 연례 회의(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와 『2007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뒤이은 세계 경기 침체가 발생

하기 전에 그 핵심 원인들을 규명해낸 바 있다. (Box 2 참조)

현재의 규제 모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s 

theory)은 시스템에서의 패턴 파악을 위한 매커니즘의 수립을 도움으로써 보

호책의 역동적 전개 과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최근 경험 과대평가’ 등과 같

은 리더나 대중의 인지 편향을 모델화하는 작업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인지 편향은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보호책 수립 관계자들의 인지 향상 및 훈련이 보호책에 대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이 ‘위기발생 후 대응적 규제(reactionary regulation)’의 패턴을 

타파하고 시스템 보호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기업들이 효과적 보호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리스크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뢰의 급격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방안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 정부, 시민사

회의 협력 방안은?

-

-

-

-



24          Global Risks 2012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사례 3 :
연결성(Connectivity)의 어두운 이면

리스크 성좌(Risk Constellations)와

잠재적 파급효과
지난 십 년 동안,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가 거래를 

하는 방식,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심지어 최근 북아프리카의 사례처럼 

시위가 전개되는 방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운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오늘 날, 우리는 인터넷의 혜택은 잘 이해하고 있지

만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미약하다. 가상 세계에서

의 테러리즘, 범죄, 전쟁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에서만큼 치명적이거나 큰 지장

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우려

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연결성의 어두운 이면은 앞으로 십 년 동안 기존

의 전통적 안보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실증적 증거는 많지 않다. 정부와 민간 부문

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의 연구는 인터넷 보안 솔루션 판매 기업들에 의해 상당 

부분 자금이 지원되었다. 이는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

분히 의심 받을 수 있다. 학계와 정책 보고서들은 대부분 일화적 사실이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십 년을 전망하고 있으며 그 기

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불과 십 년 

전, 닷컴 버블이 붕괴되자 인터넷이 잠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혜택이 

처음부터 상당히 과장된 듯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의 혜택에 대한 그러한 기대

가 거품이었다기보다는 조급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똑 같은 설명

이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의 잠재적 변화 리스크에 대한 경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 분석 결과, 기술 범주에서는 주요 시스템 장애가 ‘중심 리스크’로 

평가 받았다. 응답자들은 단 하나의 사고가 주요 인프라시설과 네트워크의 연쇄

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파급효과

는 높다고 인식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주요 시스템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고 

지목한 리스크는 사이버 공격(cyber attacks)이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목할 점은 비 전문가 응답자들보다 전문가 응답자

들이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 면에서 점수를 낮게 부여한 범주는 기술 범주가 유

일했다는 것이다. 다른 4개 범주에서는 상황이 반대였는데, 전문가 응답자들이 

일반 응답자들보다 더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참조). 표 

17은 외교적 분쟁 해결 실패와 테러 같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

폭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시스템 장애와 연관된 글로벌 리스크 성좌를 보여준

다. 이러한 연쇄적 효과는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방해공작(Sabotage), 사이버 스파이 행위(Espionage), 사

이버 전복(subversion)과 같이 군사 전략 및 첩보 분석과 연관된 3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Box 316 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인프라시설 15 

은 고도로 연결된 온라인 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하

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

해 숙련된 개인들도 얼마든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

고 원격에서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물리적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권력이 이동함에 

따라, 건전한 디지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해야 한다. 본 사례는 주요 정보 인

프라시설의 건강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잘못 적용된 인센티브를 바로잡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공익의 문

제이며, 하루 빨리 새로운 매커니즘을 마련해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취약성이 이용

당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5 주요 인프라시설에는 전기, 물, 가스, 교통,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이 포함된다. 
16 Greer, K. “Strategic Cyber Security”.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https://media.defcon.org/dc-19/presentations/Geers/DEFCON-19-Geers-Strategic-Cyber-
    Security-WP.pdf, 2011 데이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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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세계 공격이 실제 현실에 미치는 결과는 작게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범죄

나 이간질에 그치지만, 크게는 주요 시스템을 차단하고 심지어 실제 전쟁을 일

으킬 수도 있다. 실제 세계에서의 전통적인 공격 형태와 달리 원격으로 수행되

고 그 실체를 거의 파악하기 힘든 사이버 공격의 경우 그 모티브와 궁극적 목표

를 파악해내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사이버 방해공작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상당한 기술 수준

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이버 방해공작 행위는 이제 국가

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만이 실행 가능

한 것으로 본다. 최근에 발생한 사이버 방해공작 사례로 ‘스턱스넷(Stuxnet)’ 바

이러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란의 핵 시설에 사용된 ‘지멘스(Siemens)’ 컨트롤

러 IT 기기의 특정 부분에 공격을 가한 악성 코드이다. 전문가들은 ‘스턱스넷’의 

개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동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표물의 설

계와 운영에 사용된 정교한 보안 장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

한다.17  

‘스턱스넷’의 본래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저지로 추정되는데 실제 이

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스턱스넷’ 

사례의 중요성은 무엇이 가능한 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테면 ‘스턱스넷’과 

같은 바이러스는 원자로 노심의 용해를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오일이나 가

스 파이프 라인을 차단하거나 수돗물의 화학 성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

다.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정교한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그 

주체가 주요 기업, 국가, 엘리트 해커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이버 

스파이 행위’의 사례로는 ‘고스트넷(GhostNet)’을 들 수 있다. 2009년 발견된 사

이버 툴 ‘고스트넷’은 130개국의 외교부, 대사관, 국제 기구, 언론사, 비정부 기구

의 천 여대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하드 드라이브로부터 

문서를 바이러스 개발자에게 전송하고, 사용자가 키보드에 입력한 내용을 저장

해서 전송하고 심지어 컴퓨터의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을 몰래 작동시킬 수도 있

다. 

‘사이버 전복’은 기술적 정교함 면에서는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평판과 신

뢰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미 정부와 ‘맥아피(McAfee)’ 

등의 고객을 보유한 미국의 기술 보안 기업 ‘HB개리 페더럴(HBGary Federal)’은 

‘어노니머스(Anonymous)’라고 알려진 악명 높은 해커 활동가들 혹은 ‘핵티비스

트(hacktivists)’ 그룹의 신원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어노니머스’는 ‘HB개리’의 서버에 침입해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등 심한 굴욕을 

안겨 주었다. HB개리 사의 이메일 4만 개를 복사해 일반에 퍼뜨렸고, 전화 시스

템을 마비시켰으며 CEO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CEO의 사회보장번호를 온라

인에 게시했다.18 이러한 공격 행위는 보복을 명목으로 한 것이었지만, 사이버 전

복 행위는 특별한 모티브 없이도 앞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19  

Box 3 : 사이버 공격(Cyber Attacks)의 목표

사이버 방해공작(Sabotage)

사이버 스파이 활동(Espionage)

사이버 전복(Subversion)

표 17 : 연결성 성좌(Connectivity Constellation)의 어두운 이면

출처： World Economic Forum

17 Rid, T. “Cyber War Will Not Take Pla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011, 1-28. http://www.
   tandfonline.com/doi/pdf/10.1080/01402390.2011.608939http://www.tandfonline.com/doi/
   pdf/10.1080/01402390.2011.608939

18 핵티비즘(Hactivism)은 대중이 분노를 표출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전통적 시위 형태와 마찬가지로 비

   폭력적 방식이 선호된다. 본 이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9 “Cyber Security”. Financial Times. Special Report. 1 Nov 2011. http://www.ft.com/intl/
    cms/3ea54958-041b-11e1-864e-00144feabdc0.pdf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해커들은 기업∙정책 ∙군사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과 같은 

중요 정보들의 상당 부분을 원격으로 빼돌릴 수 있다. 

사용자는 그들의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은밀히 변경되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변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첨단 

군사 통제 시스템과 같은 주요 시스템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가 주요 인프라시설들은 점점 더 인터넷과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 정부의 보호와 관리를 벗어난 민간 기업으로부터 임대한 광대역을 사용

하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은 사실 만큼이나 잘못된 정보도 쉽게 유포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해킹

하거나 바이러스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서비스 거부 공격(DOS: Denial-of-service attacks)’은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

근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대표적으로 ‘봇네츠(botnets)’의 경우 목표물을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과부하 상태에 빠뜨려 정상적 사용자의 요청에는 대응하지 못

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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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의 재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포네몬 연구소(Ponemon Institute)’가 제

공하는 동일한 수치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26 이 자료에서는 표본으로 정한 미국 

50대 기업에 대한 사이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44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

생하는 피해 비용의 중앙값은 연 5백9십억 달러로 연간 56퍼센트 증가했다. 표 

20은 사이버 리스크가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보고되지 않았거나 보고된 내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기업들

이 리스크의 실질적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함을 보

여준다. 

기업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파급효과가 축소 보도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피해 기

업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 범죄 사례가 뉴스에서 더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 보안, 기업 방해 행

위,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갈취 등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사이버 리스크 보험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사이버 리스크 관련 연간 총 원수보험료는 5억달러에 이

르며 아직까지는 리스크 보험 시장의 대부분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27 리스크 

보험 시장은 최근의 규제와 법적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 십 년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011년 10월 발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서는 컴퓨터 침입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잠재적 중요 사항(material event)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밀 데이터가 도난 당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공

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아시아에서는 이와 유사한 맥락의 데이터 

침해 통지법(breach notice laws)를 채택하기 시작했다.28

표 18 : 연결성의 증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출처: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 2010”. Internatonal
Telecommunication Union, http://www.itu.int/ITU- 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2011.

표 19 : 사물 기반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출처: Gantz, J. “The Embedded Internet: Methodology and Findings”. IDC, http://
download.intel.com/embedded/15billion/applications/pdf/322202.pdf, 2009.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사이버 전복 공격이 당혹감과 불편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거나 재앙적인 수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고 본다. 적개심을 품은 숙련된 개인의 사이버 공격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수준의 스파이 활동이나 방해공작 활동

을 벌이기가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11월 미국 전화회사들의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 4명이 체포되었다. 이 해킹으로 인해 AT&T만 

하더라도 2백만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피해 자금은 테러리스트 자금 공급책 계

좌로 빠져나갔다.20 많은 전문가들이 지정학적 권력들 간의 ‘사이버 전쟁(cyber 

war)’에 대한 우려를 경시하는 반면,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사이버 무기와 방어

막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지목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닷컴 버블 당시의 웹사이트들이 오늘날에는 

투박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듯이 향후 10년 후에는 ‘스턱스넷’과 ‘고스트넷’도 그렇

게 보일 수 있다.

추세와 불확실성
가상 세계의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개인, 기업, 민족국가들의 의존도는 높아

만 가고 있다. 세계 인구의 35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는 불과 십 년 전

보다 8퍼센트나 상승한 수치이다(표 18 참조).21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11년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4억7천만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되

었으며 2015년까지 판매량은 두 배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2 표 18은 인터

넷을 통한 사람들 간의 연결성 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보다 급격한 변화는 ‘사

물 기반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의 증가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즉 사람

들간의 네트워크보다 전자 기기간의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표 19 참조). 현재 자동차, 주방 오븐, 사무실 복사기

에서 전기 그리드, 병원 침대, 농업 관개 시스템, 급수소 펌프에 이르기까지 인터

넷을 통해 연결되거나 원격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 기기나 ‘사물(things)’은 50억

개 이상 존재한다. 인터넷으로 연결 가능한 사물의 수는 2020년에는 310억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23

이로부터 많은 잠재적 편익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전기 

계량기는 국내의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이러한 정보를 전기 공급자에게 

전송하고, 전기 공급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전기 공급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

으로 제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한 가능해진

다. 반면 부정적인 면은, 사용자의 전기 계량기와 그리드(grid) 간에 정보 링크

가 형성되고 나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용자가 그들의 계량기를 사용해 그리

드에 해킹을 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전기 공급을 방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

생하게 된다. 연결성은 또한 증폭 효과(amplification)도 발생시킨다. 즉, 실제 세

계에서는 고립된 사고로 그칠 수 있는 공격 행위가 가상세계의 연결성을 통해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시스템 장애 및 데이터 유출을 발생시키는 목표 공격(targeted attacks)에 대

한 기업의 우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른바 ‘지능형 지속 위협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s)’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정보보

안 부문에 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24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응 방안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연

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느끼

는 반면, 자사의 현재 사이버 보안 대응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없는 상황이다.25 

20 Schwartz, M. “AT&T Hackers Have Terrorism Ties, Police Say”. Information Week, 28 Nov 2011.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security/attacks/232200252; Sengupta, S. “Phone
    Hacking Tied to Terrorists”. The New York Times, 11 Nov 2011. http://www.nytimes.
    com/2011/11/27/world/asia/4-in-philippines-accused-of-hacking-us-phones-to-aid-terrorists.html.
21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 2010”.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orld/world.html, 2011.
22 Nagamine, K. “Worldwide Smartphone Market Expected to Grow 55% in 2011 and Approach
    Shipments of One Billion in 2015”.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2871611, 2011.
23 “The Internet of Things Backgrounder”. Intel, http://newsroom.intel.com/servlet/JiveServlet/
     download/2297-5 5895/The%20Internet%20of%20Things%20Backgrounder.pdf, 2011.
24  PricewaterhouseCoopers. Survey 2011.
25 상동(上同)

26 First Annual Cost of Cyber Crime Study. July 2010. Ponemon Institute; Second Annual Cost of
   Cyber Crime Study. Aug 2011.
27 Marsh Inc.의 분석
28 상동(上同)



혁신적 시장 솔루션의 한 예로는 페이스북의 오류보상제도인 버그 바운티(bug 

bounty)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 페이스북 시스템을 해킹한 개인이 해킹 방법

을 제보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31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기

업들은 페이스북의 전략이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남용하려는 시도를 합법

화한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 시장이라는 대안이 없는 경우, 소

프트웨어의 버그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개인들은 “제로데이 익스플로이

츠(zero-day exploits)”와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암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암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악용할 수 

있는 코드가 수십 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문제 인식과 성공적 해결

책 수립 모두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점에서 DVD를 훔

치는 행위는 부끄럽게 여기면서 불법으로 영화를 내려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

슴없이 이야기한다. 실제 세계에서의 특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 왜 

가상 세계에서는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 등에서의 기업 및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 핵티비스트 활동이 가상 공간에서의 정당한 시민 불복종 의사 표현으로서 수

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ox 4 : 사이버 시대의 공리(Axioms)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모든 기기는 그 기기의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

은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기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 3자

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악용 가능성의 상당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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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 미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

핵심 결론(Key Insights)
연결성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해결 과제는 

잘못 적용되어 있는 인센티브를 바로 잡는 것이다. 온라인 보안 제품의 판매자

들은 사이버 범죄의 위협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반면, 정작 사이버 범죄의 희생

자들은 이를 숨기려 한다. 따라서 기업과 조직 입장에서는 리스크의 실체와 리

스크 대응을 위해 필요한 투자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다. 그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

고 효율적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보안은 공공재의 한 예라고도 할 수 있다. 비용은 개별적으로 발생하지

만 편익은 공유되기 마련이다. 개인이 바이러스 퇴치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을 

검토할 경우,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사용자들을 스팸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

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업은 주요 정보 인프라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정책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투자 방향을 전체 시스템 차원의 탄력성 

구축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혁신적 협력이 요구된다.

연결성의 이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Box 4에 제시된 근본적인 원칙을 받

아들여야 할 것이다.29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입증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까지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시스템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

라서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중력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 그 보다는 잠재적 사이버 범죄자들이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하고 악용하기 전에 선의를 가진 개인들이 결함을 먼저 발견해 최종 사용자

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해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에 투입되는 자원이 현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부 산

업계에서는 사이버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

다. 2011년 11월 영국의 87개 은행들은 2012년 하계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사이버 공격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참여했다”. 30

29 Schneier, B. Secrets and Lies, 2000 데이터 편집
30 Evans, S. “UK banks stress test defences against cyber attack”. Computer Business Review, 23
   Nov 2011. http://security.cbronline.com/news/uk-banks-stress-test-defences-against-cyberattack-
   231111.

31 Segall, L. “Facebook pays $40,000 to bug spotters”. CNN Money, 30 Aug 2011. http://
    money. cnn.com/2011/08/30/technology/facebook_bug_bounty/index.htm

향후 십 년간 사이버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정보의 공유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보호책을 구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주요 정보 인프라시설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 부문의 투자를 효

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조된 혁신 기술의 잠재적 편익과 개인이 악

의로 코드를 조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

는 방안은?

초연결사회에서 온라인 상의 익명성은 자유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

야 하는 것인가?

-

-

-

-

출처： Pw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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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보고: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14 : 46, 진도 9의 지진이 일본 북

동부 지역의 토호쿠를 강타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해안선을 휩쓸었다. 거

의 40미터(약 16층 높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 파도가 500 평방 킬로미터 이상 되는 지역을 

침수시켰다. 2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삶과 생활은 엉망이 되었으며 십만 개 

이상의 건물이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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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ational Police Agency figure”. http://www.npa.go.jp/archive/keibi/biki/higaijokyo.pd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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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의 결과가 복합 글로벌 시스템

(Complex Global Systems)에 파문처럼 퍼지다

후쿠시마 원자로 용융은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촉발시켰다. 

몇몇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원전 개발 계획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는 

이십 만 명의 시민이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원자력을 지지

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당은 지역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 

정부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다른 원전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폐쇄되거나 철회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

침 해 줄 믿을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스 연소 방식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 경

우 오히려 원자력 발전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도 더 크

다. 일본의 한 구식 원자력 시설에 대한 잘못 수립된 보호책이 독일에서의 온

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설문조사 응답 결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이 왜 ‘주요 커넥터’가 될 수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지진 규모는 오래동안 지진에 시달려온 국가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기업, 대중이 오래동안 재난 

방지 시스템에 심혈을 기울여 온 덕에 지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망

자 수를 천 명 이하로 낮출 수 있었다 (표 21 참조).

그러나 일본은 이번과 같은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망자 중 90퍼센트 이상이 익사로 운명을 달리 했으며, 특히 노년층

은 제때 대피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사망자의 83

퍼센트가 주택 붕괴와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1995년 ‘한신 아와지 지진

(Hanshin Awaji earthquake)’ 당시와는 상반된 결과이다.33 특히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보호책 수립 담당자들은 쓰나미의 발생가능성은 예측했지만 문제는 

실제 발생한 파도가 이들의 예측치 보다 세 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지진이 발

생한 순간 원자로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췄지만, 쓰나미가 발전소를 강타한 후 

냉각 시스템과 예비 발전기가 고장 나버렸다. 3개 핵 원자로의 노심 용해로 인

해 다량의 방사선이 방출됐고 결국 6만명 이상이 대피해야 했다. 

표 21 : 탄력성 구축 과정: 재난 방지, 조기 경보 및 비상 복구 대응 (발췌)

출처： Global Agenda Council on Japan, 2011

* 진도 7은 ‘일본 기상청(Japan Meteorological Agency)’의 ‘진도 계급(Intensity Scale)’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지구 표면의 진동 정도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리히터 척도(Richter Scale)’와 달리 ‘진도 계급’은 지진 

규모만으로 진도를 결정하지 않으며, 장소마다 값이 달라진다. 진도 7에서는 사람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내팽개쳐지며, 진도 6에서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고 기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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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unabashi, Y., and Takenaka, H. “The Catastrophe and Comprehensively-Linked Crisis;”
    Funabashi, Yoichi. “The Political Function: Post Mortem of a Crisis Governance”. Forthcoming.

연도 재난이 가져다 준 교훈

정부가 지진 대책의 중요성을 인식노비 지진

간토 대지진

미야기 지진

홋카이도 
난세이오키 지진

한신 아와지 지진

1981 7,300

1923 105,000

1978 28

1993 230

1995 6,437

재난방지 조사위원회(Disaster prevention

investigation committee) 창설; 지진에 대한 내구력을 갖

춘 건물의 건축을 위해 서양 건축양식 조사 실시

도시건축법 개정. 화재예방 규정 코드, 세계 최초의 지진 

대응력 규제 도입

건축 기준법 개혁; 모든 건물이 진도 7* 수준의 지진에 견

딜 수 있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설계법 도입

지진발생시점부터 경보발령까지의 시간을 5분에서 3분으

로 단축

기존 구조물의 지진 대응력 향상을 위한 법 제정

신속한 상의하달식(top-down) 대응

- 총리의 거주지에 위기 대응 센터 구축

- 비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

- 피해 상황 파악 개선

-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서양 건축양식을 사용한 건물들이 붕괴; 

전통 목재 주택들에서 대형 화재 발생

견고한 것으로 인식됐던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들의 붕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전에 쓰나미 도착

파괴된 건물들 중 98퍼센트가 건축법 개

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

지방 정부의 대응 실패;

- 총리는 2시간 후에야 사태 파악

-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

- 피해 상황 파악 지연

-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 부족

재난 후 도입된 정책
사망자/
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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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용융 사태는 전례 없는 지구 물리적 파괴의 리스크와 두 개의 

‘중심 리스크’들 (주요 시스템 실패와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간의 상관 관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조사 응답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사 응답자들은 표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중심 리스크’들 간의 

상관 관계는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에서의 재난은 조

사 응답자들이 지구 물리적 파괴가 가진 이 두 ‘중심 리스크’와의 구조적 연관

성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딩 

시스템(coding system)과 예비 발전기의 고장은 사이버 공격이나 물리적 공격

의 잠재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을 노출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본 보

고서의 ‘사례 3. 연결성의 어두운 이면’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요 시스템 실

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글로벌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의 복잡

성과 상호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상에서는, 특수한 사

건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 쓰나미의 여파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건물, 인프라시설 파괴 등 일본 대지진에 의해 직

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만해도 약 17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1

년 6월 기준, 약 2,200억 달러). 간접적 피해 금액은 35조엔에서 60조엔 사이

(약 4,530억 달러 ~ 7,7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표 23은 리스

크들이 일본 경제에 어떻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역사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피해 복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커니즘이 요구되는 지와 같

은 질문을 제기한다.

표 22 : 2011년 3월 일본 재난의 리스크 특성

출처： World Economic Forum

34 2011년 12월 2일 기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현재 진행중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Marsh Inc.

   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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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본 국토교통성(the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의 지역 연락 사무소는 중복 인프라가 오히려 위기 시 탄력성을 제

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복 인프라를 통해 지역 연락 사무소는 훈련된 

인력과 필요 자원을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 조정을 단행해 왔던 연락 사무소

의 직원들은 미군, 일본 자위대, 외부 원조 단체와 함께 공항 활주로에서 쓰나

미 잔해를 제거하고 구조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대한 역할

을 담당했다. 

일본 개발은행은 비상 시의 탄력성 향상을 목표로 한 조치를 추진하는 기업들

에게 세계 최초로 우대 대출 조건을 제공하고 나섰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 개발은행은 대출 프리미엄을 결정

하기 전에 비즈니스 연속성, 준비태세, 완화대책에 대한 18개 지표를 심사한다  

(표 24 참조).36

복합 시스템(Complex Systems)의 탄력성은

중복성에 있다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직원과 소비자들은 일본 쓰나미에 

관한 뉴스를 접했을 때만해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았으며, 납품업체들은 다시 ‘르네사스(Renesas)’라는 회사로부

터 마이크로칩 컨트롤러를 공급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르네사스’의 마

이크로칩 컨트롤러를 양산하는 플랜트는 도쿄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진

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르네사스’ 외에는 자동차 마이크로 컨

트롤러 칩의 공급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생산은 일시적으로 중단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태는 결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1999년 대만 ‘치치 지진(Chi-

Chi earthquake)’이 발생했을 때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으며 2007년 ‘니이가타 현 주에쓰 오키 지진

(Niigata-Chuetsu-Oki earthquake)’ 발생시에도 엔진 피스톤 링의 공급이 차

단되어 일본 전역에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었다.35 무서운 사실은 기업들이 

‘절약형(lean) 비즈니스 모델’ 원칙으로 회귀함에 따라 그러한 공급 차질 경험

들이 금새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절약형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공급망의 

중복과 과도한 재고는 자원의 낭비로 간주된다.

표 23 : 비즈니스 및 운영상의 리스크들과 그 도미노 효과의 예

출처： Marsh In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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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7 Niigata Chuetsu-Oki Japan Earthquake: Reconnaissance Report”. Global Risk Miyamoto,
     http://www.grmcat.com/images/Niigata-Chuetsu-Oki-Japan-Report.pdf, 2007.

36 Takeuchi, Y. and Hiruma, Y. “Analysis of post 3.11 risk management and how to design a resilient
   Japan - How should we manage tail risks”. 2011, and A Survey on the Disaster Preparedness and
   Business Continuity of Companies i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September 2011. Japan:
   Development Bank of Japan Inc (D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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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할 수 있는 리더십의 가치

일본 전역의 기업들이 쓰나미 직후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 일본의 편의점 

체인 ‘로슨(Lawson)’의 경우는 여타 기업들보다는 위기를 잘 버텨냈다. 쓰나미 

피해 발생 후 나흘 이내에, ‘로슨’의 생산 라인과 물류 허브는 상당 부분 회복

되어 조업의 약 80퍼센트 수준을 재개할 수 있었다. 

‘로슨’의 점포들은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필수 공급품

들을 제공했으며 기업 입장에서의 재정적 손실도 최소화했다. 1995년 ‘고베

(Kobe)’ 대지진(표 25 참조)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으로 네트워크화된 관리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과적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각 

지점 사무소는 연 2회 신규 리스크를 평가하고 세부 재난 대응 계획을 작성해

야 하며 2012년에는 연 3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지점 사

무소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1995년 지진 당시 자전거가 유일하게 실질적인 교

통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점 사무소는 의무

적으로 비상 용품들을 구비해야 하며, 재난 대피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물류 허브의 집중도도 재평가되었다. 위기의 성격을 미리 완전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조정 매커니즘에 대한 접근성과 의

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들의 네트워크가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 리스크 

매니저로 구성된 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37

표 24 :  1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탄력성 예

한 조직 내에서 분산된 리더십의 가치는 ‘도호쿠 합동 대책 본부(The Joint 

Task Force Tohoku)’의 효과적 비상 대응에 의해 또한 입증되었다. 당시 일본 

자위대는 사상 최초로 지상군, 공군, 해군으로 구성된 합동 기동부대를 파견

했다. ‘도호쿠 합동 대책 본부’는 최소한의 중앙 권력 하에 작동되도록 고안되

었고, 그 구성원들은 “사전 계획, 전략, 훈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핵 위기에 대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38

표 25 : 네트워크화된 조직들이 지속적 위기 속에서 더 성공적임 

출처： Development Bank of Japan, 2011

출처： Nohria, Nitin. “The Organization: Survival of the Adaptive”. Harvard Business
Review. http://hbr.org/web/2009/pandemic/survival-of-adaptive.

샘플 기업
평가대상 기업 전체의 2011년 회계연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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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ohria, N. “The Organization: Survival of the Adaptive”. Harvard Business Review, 2009.
    http://hbr.org/web/2009/pandemic/survival-of-adaptive.

38 Funabashi, Y., and Takenaka, H. “The Catastrophe and Comprehensively-Linked Crisis;”
    Funabashi, Yoichi. “The Political Function: Post Mortem of a Crisis Governance”.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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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09년 돼지 독감이 창궐했을 때, 그리고 2010년 화산재 사고가 발생

했을 당시 ‘영국정부 수석 과학자문관(the UK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은 정부에 과학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모든 주요 정부 부처

들이 수석 과학자문관을 유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영국 정부의 전반적인 과학

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위기시 코뮤니케이션의 당면한 초점은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는 피해를 최

소화하고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에 맞추어져야 한다.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워십(Followership)

의 기술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동

일본 대지진 당시의 대응은 훌륭한 ‘팔로워십’의 가치를 또한 잘 보여주었다.43 이

것은 효과적 위기대응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극단적인 집단 

행위, 즉 과도한 동조 또는 과도한 대립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44  

과도한 동조와 과도한 대립의 문제점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잘 드러났다. 일

본의 전통적 계층 구조는 과도한 동조적 성격을 보이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지

도자에 대한 충성과 통합의 유지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은 일상적 업무에 있어서는 유용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시급히 알려져야 할 때 

위기 관리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45 지난 5년 간 여섯 차례 리더십이 교체되

면서 이와 같은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나오토 간 총리

가 새로 구성한 특별대책팀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보

다는, 전통적 계층 구조의 소통체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담당자들은 과다하

게 많은 회의에 버거워했고 조직 하부에서부터의 정보가 수상실까지 항상 명

확하고 시의적절하게 보고되지 않았다.46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난

을 못 본척하고, 언급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기존 태도에서 “재난을 직시하

고, 활발하게 논의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47 여기

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의 하의상달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중 네트워크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다.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응 체계상

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중요하다. 둘째, 구호 활동 시 군부의 협력이 원활한 공

동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이 중요하다. 셋째, 여러 위험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적 탄력성이 가져다 주는 편

익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공공 분야만 책임을 맡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책임

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자연 재해의 리스크를 

어떻게 증폭시키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분권화된 조직들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 환경에서도 탄력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절단된 수족을 재생할 

수 있는 불가사리와 비교되곤 한다.39 불가사리 모델 조직에서는, 리더들이 직

급에 상관없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리더십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인식한다.40 그러나 불가사리 모델은 상황에 따라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로컬 직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위기 

대응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41

정보 공간으로의 진입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후쿠시마 다이이치(Fukushima Daiichi)’ 원전이 연기

를 내뿜고 있는 항공 사진을 화면에 내보냈을 때 일본 국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당국의 공식 발표를 목 놓아 기다렸다.

그러나, ‘도쿄전력(Tepco: Tokyo Electric Power Company)’은 위기 상황에

서 정보 공개를 더욱 꺼리는 것으로 이미 평판이 나있었기에, 수상실에도 대

중에게도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고, 결국 루머가 불거지기 시

작했다. 위기 발생 나흘 째, 미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 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으며(이는 일본 정부가 권고한 수준의 

4배에 해당되는 거리였다), 많은 일본인들은 실제 위기 상황이 그들의 지도자

들이 인정하려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의혹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 

위기 대응,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배정시

간의 횡포(tyranny of the time line)”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십 년 전까지만 해

도, 일반적으로 미디어들은 책임 기관들이 최초 위기 발생 후 24시간 내에 성

명을 발표하도록 여유를 주었기에 책임 기관들은 공식 발표 전 내부적으로 정

보를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

어 도구와 스마트 폰 보급 확산으로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정보가 눈깜짝할 

새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당국이 정보 공간에 진입해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

는 데 주어진 시간은 극도로 짧아졌다.42

일본 지도부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유포를 주저하는 것은 십분 이

해할 만하다. 지나치게 빠른 대응은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리스크

를 내포하며, 지도부에서는 자국 국민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수 있고 무질서

한 대피 사태, 특히 도쿄 대도시권 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대피 소동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결코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쿠시

마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지도부의 묵묵부답이 사

실과는 거리가 먼 루머들을 결과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이다. 이 경우 지도부는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대중들을 납득시키는 데에도 

애를 먹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대중의 머리 속은 루머로 가득한 상황이기 때

문이다. 

모든 사실 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한 방

법이 아니다. 그럴 경우, 지도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현명한 방법은 입법자, 시민, 시민 단체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황

을 설명해서, 파악된 사실과 파악되지 않은 사실을 신속하고 솔직하게 공개하

는 것이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권위 있고 통찰력 있

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고위급을 포함한 모든 직급

에서 신뢰 받는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39 Brafman, O., and Beckstrom, R. The Starfish and the Spider. New York: Penguin Group, 2007.
40 Nonaka, I. and Takeuchi, H. “The Big Idea: The Wise Leader”. Harvard Business Review, May
   2011. http://hbr.org/2011/05/the-big-idea-the-wise-leader/ar/1.
41 Funabashi, Y., and Takenaka, H. “The Catastrophe and Comprehensively-Linked Crisis;”
   Funabashi, Yoichi. “The Political Function: Post Mortem of a Crisis Governance”. Forthcoming.
42 Gowing, N. “‘Skyful of Lies’ and Black Swans: the New Tyranny of Shifting Information Power in

43 Funabashi, Y., and Takenaka, H. “The Catastrophe and Comprehensively-Linked Crisis;”
    Funabashi, Yoichi. “The Political Function: Post Mortem of a Crisis Governance”. Forthcoming.
44 Boin, A. The Politics of Crisis Management: Public Leadership Under Press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45 Funabashi, Y., and Takenaka, H. “The Catastrophe and Comprehensively-Linked Crisis;”
    Funabashi, Yoichi. “The Political Function: Post Mortem of a Crisis Governance”. Forthcoming.
46 상동(上同)
47 Takeuchi, Y. and Hiruma, Y. “Analysis of post 3.11 risk management and how to design a resilient
   Japan - How should we manage tail risks”. 2011, and A Survey on the Disaster Preparedness and
   Business Continuity of Companies i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September 2011. Japan:
   Development Bank of Japan Inc (D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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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질문

재난 대응 구조에 탄력성, 유연성, 상호운용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시스템적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위기 시, 거의 모든 책임을 공공부문에만 맡겨두는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과 사회가 좀더 충실히 책임을 나눠 맡을 수 있는 방안은?

자연 재난의 리스크를 증폭시키기보다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변화하는 위기 상황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적절한 기술과 리

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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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범주

표 26 : 경제부문 리스크

본 보고서의 50대 글로벌 리스크는 경제, 환경, 지

정학, 사회, 기술의 총 다섯 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경제
경제 범주는 금융시스템, 인프라시설, 가격 변동성 및 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거시경제적 요소들 중에서 발생가능성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리스크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범주에 포함되는 리스크의 전체 목록

은 표28을 참조) 최근 각종 공개토론회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던 만성적 

재정 불균형과 심각한 소득불균형은 올해 조사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제부문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외에도 에너지/농산물 가격 

극변동성 및 주요 시스템적 금융 실패가 큰 파급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

다. (표26 참조)

올해 조사 응답자들은 만성적 재정 불균형을 경제 범주의 중심(重心) 리스크

로 선정했다. (표27 참조) 만성적 재정 불균형은 세 개 범주의 리스크들과 연

계성이 크며, 은행 및 주요 금융기관 그리고 통화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잘 반

영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적 금융 실패’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서 만성적 재정 불균형은 4가지 ‘주요 커넥터’ 모두와 연

결되어 있다. 게다가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인구 고령화 대응 실패 및 다수의 

지정학부문 리스크 및 사회부문 리스크들과도 연관성이 크며 이는 정부와 국

제무역의 붕괴와도 연관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4가지 ‘주요 커넥터’ 모두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전체 글로벌 리스크 

시스템 내에서 탄력성 혹은 불안정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경제부문 리스크

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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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Economic Forum

통제불능 수준의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만성적 노동시장 불균형

장기적인 인프라 시설 방치

신흥경제국의 경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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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Economic Forum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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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경제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는 만성적 재정 불균형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사이의 격차 확대

은행과 자본시장의 금융자산 부족현상 재발 

규제가 원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산업 구조, 자본 흐름 및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물가나 임금수준 대비 화폐가치의 과도한 상승 및 하락에 대한 대응실패

표 28 : 경제부문 리스크 설명 

만성적 재정 불균형 지나친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의 실패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술 격차와 높은 수준의 불완전고용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기순환
적이 아닌 구조적 성격의 지속적인 고실업률 

극심한 가격 변동은 주요 원자재 조달을 어렵게 하며, 성장을 더디게 하고, 대중시위를 촉발하거나 지
정학적 긴장관계를 조성

주요 신흥 국가의 갑작스런 경기 둔화

시스템적으로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 혹은 통화 체제의 붕괴가 국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부정
적인 파급효과

인프라시설 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투자, 보수 및 개선의 실패

만성적 노동시장 불균형

에너지/농산물 가격 극변동성 

신흥경제국의 경착륙 

주요 시스템적 금융 실패 

장기적인 인프라 시설 방치  

심각한 소득 불균형 

유동성 위기 재발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

통제불능 수준의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만성적 재정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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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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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환경 범주에서는 이상 기후, 지자기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회복불능 수준의 

오염 및 생물종 남획과 같은 인재(人災)등을 포함해 중요도가 높은 환경부문 

글로벌 리스크를 다루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지정학

적 분쟁을 유발하거나 천연자원 또는 모든 생명체에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문 리

스크의 전체 목록은 표31을 참조)

기후변화의 두 가지 주요 축이 되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및 기후변

화 적응 실패는 본 환경 범주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로 지목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사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무분별한 도시화, 토지/수로 

관리 실패, 그리고 생물종 남획과 같이 인간이 야기한 리스크가 지진 혹은 화

산분출(전례 없는 지구물리학적 파괴)이나 지속적인 이상기후 및 지자기 폭풍

과 같은 자연재해보다 향후 10년 이내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는 것이다. 

‘2012년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환경 범주의 중

심 리스크로 선정되었다. 기후변화 적응실패는 환경 범주 내에서 연관성이 가

장 큰 리스크이자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참조) 환경부문 중심 리스크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같은 환경 범주 내에 다른 여러 리스크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경제 및 사회 범주의 리스크들과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반면에 지정학 범주와의 관계는 그 중심 리스크인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와의 관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주요 커넥

터 중에서 두 가지, 즉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과 에너지/농산물 가격 극변동성

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전체 시스템

에 끼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준다.

표 29 : 환경부문 리스크

전례 없는 지구물리학적 파괴

지속적인 이상 기후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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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Economic Forum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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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 환경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표 31 : 환경부문 리스크 설명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현존하는 항생제에 대한 치명적인 박테리아의 내성 증가

정부와 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실패

생태계, 사회 안정성, 경제 발전 및 국민보건을 위협할 수준의 공기, 물 그리고 토양의 영구적 오염 

생태계와 연관산업을 황폐화하는 수준의 삼림벌채, 수로변경, 광물채굴 및 기타 자연 환경을 변경하
는 프로젝트들  

환경파괴 요인들을 확대하고 농촌주민 이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제멋대
로의 도시 외연 확장 및 그와 연관된 인프라 시설

위험지대 내에 주요자산이 집중 분포된 상황, 도시화, 또는 극단적인 날씨의 빈도 증가와 연계된 피해
의 증가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 및 탄소 흡수원 확장 실패

생물종 멸종 혹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생물다양성 감소

현재의 재난 예방대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 화산활동 등의 지구물리학적 재난

엄청난 규모의 솔라 플레어(태양표면의 폭발)의 영향으로 인한 주요 통신망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마비 

기후변화 적응 실패     

회복불능 수준의 오염      

토양/수로 관리 실패      

무분별한 도시화 

지속적인 이상 기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물종 남획

전례 없는 지구물리학적 파괴

지자기폭풍에 대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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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
지정학 범주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치, 외교, 분쟁, 범죄 그리고 거버넌스 

부문에서 중요도가 가장 큰 리스크들을 다루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고

질화된 부패 만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정학부문 리스크는 인류가 자초한 글

로벌 리스크이다. 지정학부문 리스크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저해에서부터 사회

와 지구의 자원 소멸까지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지정학부문 리스

크의 전체 목록은 표 34를 참조)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이어 파급효과 면에서는 2위를 

차지했지만 향후 10년 이내 발생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고착화된 부패의 만연, 주요취약국가, 테러, 조직범죄의 고착화, 외교적 

분쟁 해결 실패 및 불법 무역 확산 또한 파급효과 면에서는 모두 글로벌 거버

넌스 실패보다 낮지만 발생가능성은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리스크

들은 대부분 발생가능성 3.5 근처에 위치해 있다. (표32) 조사 응답자들은 우

주 군사화를 우주 및 최첨단 과학 관련 리스크들과 유사하게 향후 10년간 그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가 지정학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 선정

되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는 50대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상호연관성이 가

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리스크 중에서 75퍼센트

의 리스크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는 5개 범주의 모

든 리스크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네 개의 주요 커넥터들 그리

고 경제, 환경, 사회 및 기술 범주의 중심 리스크들과의 상호연관성 또한 크다. 

타 부문 네 개의 중심 리스크들과 비교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는 타 리스

크들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조사 응답자

들이 이를 각각의 리스크와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리스크

로 지목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 결과는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가 전체 시스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주며, 이런 중요성 때문에 올해의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가 가장 중심에 배치되었다. 

(표3 참조)

표 32 : 지정학부문 리스크

조직범죄의 고착화

불법 무역 확산

일방적 자원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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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지정학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표 34 : 지정학부문 리스크 설명

주요취약국가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으나 붕괴위험이 큰 취약국가

핵, 화학, 생물학, 방사능 관련 기술과 물질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고도로 조직화되고 훈련된 깊게 뿌리내린 전 세계적 조직망에 의한 범죄 

외교적 분쟁이 무력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취약하거나 부적절한 국제기관, 국제적 합의 혹은 네트워크가 각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될 경우에 
글로벌 리스크 해결을 위한 협력을 어렵게 함 

상업용, 민간, 군사 목적의 각종 우주 자산 및 관련 지상 시스템을 국가 방위의 핵심전략수단으로 활용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 행위 만연

개인 혹은 비국가단체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주요원자재 수출 금지, 원자재 대량비축 및 천연자원 징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자원 불법 거래의 기승 

대량살상무기 확산  

조직범죄의 고착화      

외교적 분쟁 해결 실패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우주 군사화 

고착화된 부패의 만연 

테러

일방적 자원 국유화

불법 무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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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Societal)
사회 범주는 인구 동태론, 사회안정성 그리고 인류 생존에 대한 추이 및 불확

실성을 다루고 있다. 사회부문 글로벌 리스크들은 현대문명의 안정성과 인류

의 지속적인 번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 범주 리스크의 전체 목록은 

표37을 참조)

표35에 나타나듯이 식량 부족 및 수자원 공급 위기, 종교적 광신의 증가 등을 

포함하는 사회부문 리스크들은 모두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수자원 공급 위기는 파급효과나 발생가능성 모두 가

장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뒤로 식량 부족 위기가 바짝 따르고 있다. 

그 외 사회 부문의 중심 리스크를 포함한 7개의 사회부문 리스크는 파급효과 

및 발생가능성이 3에서 3.5 지점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해당 리스크들이 사

회, 공동체, 개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을 나타낸다. 

글로벌 리스크 조사결과 지지할 수 없는 인구 성장이 사회 범주의 중심 리스

크로 나타났다. ‘지지할 수 없는 인구성장’은 기술부문 리스크를 제외한 모든 

범주의 리스크들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지지할 수 없는 인구증

가는 상당수의 사회부문 리스크들과 발생가능성이나 잠재적 파급효과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특히 식량 부족 위기와의 연관관계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식량 부족 위기의 경우 수자원 부족 위기와 함께 향후 10년 이

내에 발생 가능성이나 잠재적 파급효과가 그 외 사회부문 리스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할 수 없는 인구성장은 무분별한 도

시화 및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지정학 범주의 중심 리스크를 포함한 세 개의 주요 커넥터와의 직접적 연관관

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관성이 전체 시스템에서 ‘지지할 수 없는 

인구성장’의 중요도를 잘 보여준다. 

표 35 : 사회부문 리스크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취약성

종교적 광신의 증가

인구 고령화 대응 실패

통제 불가능한 인구 이동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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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사회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는 지지할 수 없는 인구증가

표 37 : 사회부문 리스크 설명

세계화에 대한 반발 노동, 상품 및 자본의 초국경적 이동 증가에 대한 저항 

적합한 양과 질의 식량 및 영양분의 불충분한 불확실한 공급

마약사용을 줄이지 못하고, 범죄조직을 북돋우며, 마약사용자를 비난하고, 공적 자원을 낭비하는 정
책을 계속 지원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과도한 비용의 발생 및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 실패 

질병 부담 증가 및 장기적 치료비용의 증가가 기대수명 및 삶의 질 면에서 최근에 얻은 사회적 이득을 위협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 내 긴장을 악화시키는 각 종파의 비타협적 견해

자원 부족, 환경 파괴 및 기회, 안전, 사회 안정성 결핍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규모 이주

자원, 공공기관 및 사회 안정에 점점 더 큰 압력을 만들어 내는 인구 규모와 그 성장률 

부적절한 질병 감시 체제, 국제협력 실패 및 백신 생산능력 부족

담수량 및 수질 감소가 식량 및 에너지 생산과 같이 자원 집약적 시스템간의 수자원에 대한 경쟁
증가와 맞물릴 때

식량부족위기

비효과적 마약정책

인구 고령화 대응 실패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       

종교적 광신의 증가      

통제 불가능한 인구이동       

지지할 수 없는 인구성장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취약성      

수자원 공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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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본 기술 범주는 현재 이용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부문에서 가장 큰 우

려사항으로 평가되는 리스크들을 다룬다. 표 38은 향후 10년간 발생 가능성

과 잠재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부문 리스크들을 산포도로 나타

낸 자료이다. 이 산포도 상에서 표시된 점들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기술 범주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모르는 것을 아는” 능력이 부족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부문 리스크에는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며 그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은 사이버공격,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

은 낮지만 그 파급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스템 실패를 비롯

해서 파급효과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나노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부문 리스크의 전체 목록은 표40을 참

조) 

주요 시스템 실패는 10가지 기술부문 리스크들 중에서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기술부문 중심 리스크로 지목된다. 주요 시스템 실패는 5

가지 범주의 리스크 모두와 큰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격 및 

경제 리스크의 세 가지 주요 항목(장기적인 인프라시설 방치,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 및 주요 시스템적 금융 실패)과의 그 연계성이 크다. 

기술부문 리스크의 중심 리스크, 즉 ‘주요 시스템 실패’는 전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그 발생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그 잠재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인류가 허를 찔리기 쉬운 대표적 조

합이다. 결정적으로, 주요 시스템 실패는 경제, 환경, 지정학 범주의 중심 리

스크뿐만 아니라 네 가지 주요 커넥터 모두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결들은 ‘주요 시스템 실패’가 전체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

력을 잘 보여준다. (표 39 참조) 

표 38 : 기술부문 리스크

대규모 디지털 허위정보

신생명과학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기후변화대응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나노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지적재산권 제도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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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기술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는 주요 시스템 실패

표 40 : 기술부문 리스크 설명

주요 시스템 실패 싱글포인트 시스템의 취약성이 주요 정보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연쇄적 마비 촉발

범죄자, 테러리스트, 정부주도 또는 정부와 연계된 그룹이 자행하는 사이버 공격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미비는 연구개발, 혁신 및 투자의욕을 저해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의 확산 문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 혹은 부당 이용

광물의 채취에서 시장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시차가 길고 공급경로가 좁은 광물자원에 대한 기업의 의
존성 심화

통행이 많은 지구중심 궤도에서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잔해물이 주요 인공위성 및 관련 인프라
에 위험요소로 작용

지구공학적 시도 또는 재생 에너지 개발이 야기하는 새롭고 복합적인 도전과제들

물질을 원자 및 분자 단위로 조작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독성 미소물질에 대한 우려증폭

유전학과 합성생물학의 발달이 부작용 또는 재난을 유발하거나 무기로 사용될 우려

사이버 공격     

지적 재산권 제도의 실패      

대규모 디지털 허위정보     

대규모 데이터 조작 및 도난

광물자원 공급의 불안정성

지구궤도잔해 확산 

기후변화대응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나노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신생명과학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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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 미지의 요인(X Factors)
우리가 현재 모르는 ‘모르는 것(unknown)’과 아는 ‘모르는 것’이 혼재하는 세계

에서 우리는 미지의 요인 즉, 미래에 중요할 수 있으면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요인들을 끊임없이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비록 이런 미지의 요인들이 현

재 집계된 글로벌 리스크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향후 주시해야 할 이슈로 지적했다.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조사문항 50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을 따로 기입할 수 있는 공란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러 워

크숍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

는 방식을 적용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미지의 요인에 대한 내용을 싣

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연결성 – 인터넷에 의한 연결성은 우리가 복합성, 불확실성, 지속가

능성을 다루는 데 덜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을 수 있다. 

후성유전학(Epigenetics)  –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의 유전 형질을 연구

하는 후성유전학은 유전자코드 그 자체의 변화가 아닌 유전자 코드의 발현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연구한다.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생산품들

이나 경험은 인간의 유전적 특징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파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한다. 

금융 문맹 – 금융관련 지식의 결핍은 a) 금융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며 

규제하고, b) 정부와 기업의 금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c) 국가 연금제도가 

향후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노후 안정을 위한 개인적 금융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 금융시스템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부

족을 초래한다.      

리스크 심층연구 : ‘초연결 세계에서의 리스크와 

책임’ 프로젝트
2011년 내내 본 포럼의 ‘정보기술산업 파트너십’과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는 사

람, 과정, 목표간의 연계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전지구적 시

스템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 프로젝

트를 주관했다. 사이버 안보가 주요 리스크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행태적·지정

학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표 41 참조)

이 문제는 본 보고서의 ‘연결성의 어두운 이면’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

다. 사이버 안보 문제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느 한 조직이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사이버 안보가 부정적 외부효과, 조정실패 혹은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사례와 같이 다양한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는 특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사고 – 향후 석유나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유전

자 조작을 거친 미생물 및 미소입자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구

식 대응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게 될 잠재적 파괴

력은 아주 클 것이다.

시대착오적 교육 – 20세기 경제와 직무능력교육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함에 따

라 기술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허위정보 – 방송뉴스가 문지기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온라인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진실성 및 윤리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 

신 부족주의 – 실제 세계에서 분극화된 하위문화가 가상 공간을 통해 국경 없

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세계의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전쟁 – 석유, 음용수 등을 포함한 한정된 천연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화산겨울 – 화산폭발지수 7 혹은 8 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화산폭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구 대기의 구성요소에 변화가 생겨 지구를 차게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최소 몇 년 동안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류의 존

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표 41 : 사이버 위협 및 대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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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과 수송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국지적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 차질은 한 

조직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지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다

중이해관계자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여러 위

협 요소들과 취약부분에 대한 데이터 공유의 확대를 통해 규제를 통한 지시적 

접근방식을 벗어나서 상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협력을 통해, 

위협요소 및 취약부분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 – 우리의 보호책은 얼마나 안전한가?’(20쪽)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선제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의 개념은 전세계 공급망 관리에 존재하는 

여러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

하면 9.11 테러 이후 취해졌던 수하물 전수검사조치 등과 같은 지나친 규제 위주

의 대응이 재발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은 다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공급망 및 수송 네트워크에 

가장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해 공급망부문 대표

그룹 및 수송부문 리스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차질을 빚

을 수 있는 요소에는 자연재해, 분쟁, 정치적 불안 및 테러 등과 함께 차질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더디게 하는 전세계 시스템 운영상의 취약성이 포함되어 있

다.    

전문가 그룹이 지금 가장 필요하며 향후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차질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살펴본 결과, i)민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ii)효과적인 의사결정

을 지지하기 위한 리스크 정의 및 정량화 체계, iii)효과적인 법의 시행 및 인센티

브 부여, iv)데이터 및 정보 공유체계 향상, 그리고 v)시나리오 플래닝 전략의 사

용 확대가 다섯 가지 우선 대응 분야로 도출 되었다. (표42)

지역별 다중이해관계자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하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노출 정도, 경제구조 및 규제요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

다.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 리스크 관리활동의 상호 호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스크 대응계획 및 관련지식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리스크 

측정이나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송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회에 꼭 필요한 여객 및 화물수송만큼은 유

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공급망 및 수송부문 리스크 보고서』 및 아래 링

크를 참조 http://www.weforum.org/content/pages/supply-chain-and-

transport-risk-initiative

본 프로젝트의 첫 결론은 사이버 안보 해결책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

지만, 인간의 행태가 주요 약점으로 자주 부각된다. 예를 들면, 사이버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은 경영진 수준에서 주도되지만, 리스크에 대한 이해는 위원회 

수준에 있는 경우다. 따라서, 경영진들에게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이

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와 툴을 모두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즉각적

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적절한 “사이버 위생(hygiene)”은 전반

적인 환경의 안보에도 동시에 기여하게 된다. 전세계 가치 사슬에서 잔여 리스

크를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임계 질량을 달성해야만 한다. 예방 접

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꼭 100퍼센트의 접종률을 달성할 필요는 없어도 

질병 발생시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을 수준의 접종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연결 세계에서의 리스크와 책임’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임계 질량 달성을 위

한 방안을 계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weforum.org/content/pages/risk-and-responsibility-

hyperconnected-world

리스크 심층연구 : 공급망과 수송부문 계획 
공급망과 수송부문 리스크를 다루는 신 모델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기업들이 절약형(lean) 생산 및 유통방식을 마련해서 공급

망의 최적화를 도모해 왔다. 이런 복합적 시스템이 세계 무역 및 경제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이 증진되긴 했으나, 보다 

복잡해진 구조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서 중대한 시스템적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파급효과는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공급망 및 수송 시스템의 취약성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처능력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 사례로서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폭발, 2011년 동일본 대지

진 그리고 같은 해 발생한 태국의 초대형 홍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아덴만

(Gulf of Aden)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 등과 같은 지역적 리스크 또한 안보

에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 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표 42 : 리스크 완화 전략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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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치(Further Action)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

(The Risk Response Network) 

2011년 1월 다보스 연례회의에서 글로벌 리스크의 모니터링, 완화, 관리 및 측

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전세계인들의 공통 관심사인 리스크 문제를 중

심으로 민간과 공공부문 파트너들이 힘을 합치고자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가 

발족했다. 동 네트워크는 경험이 풍부한 리스크 담당자들과 경제, 지정학, 환

경, 사회 및 기술부문 리스크에 해박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 국제 조직 및 NGO단체

-    모든 산업부문의 다국적 기업

-    유수한 학술 및 연구 기관

추가 단계(Further Steps)

세계경제포럼의 설문조사, 워크숍, 인터뷰 및 포럼 회원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

반한 데이터는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본 보고서가 전 세계 리스크 관련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서는 관련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리스크 대응 네트워

크’, 포럼 회원 및 세계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향후 실시되는 설문조사, 워크숍 및 인터뷰는 심층 연구 프로젝트와 『2013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준비에 쓰일 것이다.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는 또한 주

요 글로벌 리스크 요소를 측정하는 동적 지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

다. 

“What If” 시나리오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는 지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리스크들을 적발하기 위

해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What If” 시나리오는 

이미 확인된 글로벌 리스크의 예상하지 못한 변형뿐만 아니라 확인된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를 벗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비상사태를 탐색한다. 인

터뷰 샘플은 http://www.weforum.org/Whatlf를 참조. 

추가 정보

본 보고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www.weforum.org/globalrisks2012을 참

조.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각국의 지도자들과 전문가

들은 성장과 개발을 받쳐주는 기본을 제대로 세우

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이 과정에 

기여하고자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현재 그리고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가장 최신의 리스크

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책결정자, 기업경영인, 학계인사 및 

대중에게 오늘날의 글로벌 리스크의 기저에 자리잡

고 있는 복합성과 상호연계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

공함으로써 견고한 성장과 장기적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경각

심을 고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 워크숍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뛰어난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

벌 네트워크의 파트너 기관들의 식견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와 관심 있는 

기관이 향후 공동으로 조사 분석하는 심층 연구 프

로젝트가 될 수 있는 특정 관심 분야들을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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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자원, 식량 그리고 에너지 간의 연계관계 및 전세계의 불법적 경제 등과 같

이 이전 분석에서 강조된 리스크 군(cluster)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나, 매해 각

각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변할 수 있다. 2012년 응답자들은 세계경제 성장전

망을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꼽았으며 이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상호 연관성

을 지닌 세 가지 사례에서도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안보관련 리스크

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도전과제는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난 두 가지 리스크였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2011년 글로벌 리스크

에서도 주목해야 할 리스크로 거론된 바 있으며, 복합적인 시스템의 거버넌스

는 이전 여러 보고서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주제 중 하나였다. 

세 가지 사례를 구성하기 위해 자문역할을 한 전문가 그룹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측을 공통적으로 내어놓았다.

본 보고서는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리스크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현재 대

두되는 리스크 관련 사례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일본 관련 특별 

리포트와 같이 리스크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게 되는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

한 영향력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는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2년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실시간 리스크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지표는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

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사항을 포함해 세계경제포럼이 글로벌 리스크와 관련해 수행중인 

활동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www.weforum.org/globalrisks2012 

지난 7년간 본 보고서는 개별 국가, 지역, 분야 혹

은 산업이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호 연결된 

글로벌 리스크의 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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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권자들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향상시킬 인

센티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신뢰 혹은 신뢰의 부족은 리스크들의 발현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

는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신뢰는 지도자에 대한 신임, 공공의 안전을 보

장하는 체제에 대한 신임,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방

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신임을 가

리킨다.

리스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투명성

을 크게 확대하고 대중들에게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향상되어야만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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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표 43 : 설문 표본집단의 분포

소속기관별

거주지역별

전문분야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별첨 1 -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

매년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는 세계경제포럼의 다중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글로벌 리스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2년 조사 문항

질문 1 - 향후 10년 내 해당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다음 글로벌 리스크가 향

후 10년 내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응답자들은 

50개의 리스크 항목에 1점(발생가능성 상당히 희박)에서 5점(발생가능성 거의 

확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질문 2 - 향후 10년 내 해당 리스크의 파급효과: “만약 해당 리스크가 향후 

10년 내 발생한다면 전 세계에 미칠 해당 리스크의 총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가 될지를 신중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파급효과는 단지 경제에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폭넓은 개념으로 고려해주시길 바랍

니다). 조사 응답자들은 50개의 리스크 항목에 1점(미미함)에서 5점(큼)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질문 3 - 시스템 리스크: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각 범주에서 중심(重心)이 

되는 리스크, 즉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는 무엇입니

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여러분이 중심 리스크로 선택한 리스크와 가

장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도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4 - 응답자 정보(선택사항): 응답자들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소속

기관 및 전문분야에 대해 기재

응답자 구성현황

469명으로 구성된 설문 표본집단의 응답자 분포는 표43과 같이 출신국가 및 

전문분야 지식의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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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응답의 분포는 대각선 양 끝점 즉, 낮은 여파와 낮은 발생가능성의 

조합과 높은 여파와 높은 발생가능성의 조합을 두 개의 양 끝점으로 하는 사

선형태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든 리스크에 대한 응답을 모아서 보면 두 개의 변

수 사이에 상관계수 값 0.39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여파를 완전히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리스크 자체에만 

더 치중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빈값을 나타내는 타일은 주로 산포도 중심 부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잘 알려진 대로 일반인들은 특정 사안 평가 시에 확실한 자기 의견이 

없는 경우, 대개 중간값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집중화 경향이라고 불리

는 이러한 특성이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012년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에서 보여지듯이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의 평균값은 중

간값보다 높으며 분포는 음의 왜도(歪度)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상세히 그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리스크 항목에 유

사한 값을 부여한 응답 사례를 가려보았고, 그 결과 단 두건만이 이에 해당했

다. 즉,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집중화 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별첨 2 - 조사결과 심층분석

편차

본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된 통계치는 50대 글로벌 리스크 각각의 발생가능성

과 파급효과에 대해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이다. 이는 리스크 지형도 표2의 x

축과 y축의 값으로 적용되었으며 도표상에 점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평균값뿐만 아니라 각각의 설문 응답에서 나타나는 편차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런 편차는 발생가능성을 가로축, 파급효과를 세로축

으로 하여 표44처럼 리스크별 산포도로 표현되어 있다. “타일”의 채도는 특정 

x-y축 조합을 선택한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채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래프는 위에서 바라본 두 개의 변수를 반영

하는 막대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다.

표44의 산포도는 응답의 분포가 다양하며, 채색이 되지 않은 타일이 거의 없

음을 보여주고 있다. 채색이 되지 않은 타일의 경우는 낮은 x값과 높은 y값의 

조합 혹은 높은 x값과 낮은 y값의 조합 부분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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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설문조사 응답 분포

아래는 발생 가능성을 x축으로, 파급효과를 y축으로 하고 있는 막대 그래프 산포도이다. 타일의 채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48 Baumgartner H, Steenkamp J-BEM. “Response Styles in Marketing Research: A Cross-National
    Investig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01, 38: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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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뿐 아니라, 중심 리스크 관련 설문 응답에도 높은 편차

가 나타났다. 표45는설문 응답자들이 각 부문 리스크들 중 해당 리스크를 중

심 리스크로 선정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부문에서 선정된 빈도가 가장 

높은 리스크가 바로 부문별 중심 리스크로서 보고서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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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중심 리스크 집계 결과   

출처： World Economic Forum

경제부문 리스크 환경부문 리스크 지정학부문 리스크



표47은 리스크를 평가하는 통계수치의 지역별 격차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47은 50대 글로벌 리스크 중 절반 미만 항목에 꽤 큰 지역별 격차가 존

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응답자들이 쌍대비교시 평균 발생가능성을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북아메리카 출신의 응답자들이 타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특히 경제와 연관된 리스크)의 파급효

과를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문 리스크에 있어서는 비효

과적 마약 정책의 경우 지역별로 그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

가 크게 엇갈렸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아시아와 유

럽지역과 비교해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리스크의 파급효과를 더욱 크게 인

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

하위그룹간의 차이

본 섹션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의 배경과 편차 초과범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다.

지역

표46은 리스크 요소에 대한 분포도를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구분하여 나타

낸 자료이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응답자

들은 평균적으로 글로벌 리스크들이 미칠 영향력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들의 경우 해당 항목의 발생가능성과 파

급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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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지역별 비교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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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 지역별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 표시)49

리스크

만성적 재정 불균형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

장기적인 인프라 시설 방치

무분별한 도시화

토지 / 수로 관리 실패

지자기 폭풍에 대한 취약성

비효과적 마약 정책

조직범죄의 고착화

불법 무역 확산

테러

일방적 자원 국유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중동 / 북아프리카

우주 군사화

대량살상무기 확산 라틴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아시아

고착화된 부패의 만연

외교적 분쟁 해결 실패

심각한 소득 불균형

통제불능 수준의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주요 시스템적 금융 실패

신흥경제국의 경착륙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

발생가능성

유럽 > 중동 /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중동 /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유럽

북아메리카 > 중동 /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유럽

아시아 > 유럽

아시아 > 북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북아메리카

중동 / 북아프리카 > 아시아

중동 / 북아프리카 > 유럽

유럽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유럽

북아메리카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유럽

북아메리카 > 유럽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유럽

아시아 > 유럽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유럽

유럽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아시아

북아메리카 > 유럽

라틴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 중동 /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 유럽

라틴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유럽

라틴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중동 /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북아메리카

파급효과

49 우선 분산분석(ANOVA) 방식을 활용해 하위그룹들의 평균값이 같은지의 여부를 평가했다. 평균

   값이 같지 않은 리스크들의 경우는 어떤 그룹들간에 5퍼센트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쌍대비

   교 격차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닥 사후 검정 테스트(Sidak post-hoc test)가 행해졌다.



소속기관

지역별 편차와 유사하게 설문 응답자들의 소속기관에 따라서도 눈에 띄는 차

이가 나타났다. 표 48에서 나타나듯이 NGO에 속한 전문가들이 타 그룹과 비

교해서 발생가능성 및 여파와 관련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

향이 있었다. 반면에 정부기관 소속 응답자들은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를 상대

적으로 덜 심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위 그룹들간의 리스크 항목별 쌍대비교 차이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표47을 도출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는 

표49와 같이 나타났다.

시스템상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식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지역별 인식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환경부문이었다. 아시아 지역 응답자

들은 기후변화 적응 실패를 가장 심각한 시스템적 리스크로 응답한 반면에 중

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응답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기후변화 적응 

실패만큼이나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응답

자들은 토지/수로 관리 실패를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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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소속기관별 비교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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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일반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타 기관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리스크에 부여한 점수가 더 낮았다. 

편차가 존재하는 항목에서는 예상대로 NGO에 속한 응답자들이 그 외 응답자

들과 비교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환경부문에

서 두드러졌다. 지정학부문 리스크 중 일부에서는 국제기구 소속 응답자들이 

타 응답자들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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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소속기관별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 표시)

리스크

규제의 예상외 부작용

심각한 소득 불균형

만성적 노동시장 불균형

비효과적 마약 정책

고착화된 부패의 만연

조직범죄의 고착화 국제기구 > 정부

불법 무역 확산

기후변화대응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주요취약국가

나노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회복불능 수준의 오염

온실가스 배출 증가

지속적인 이상 기후

무분별한 도시화

기후변화 적응 실패

통제 불가능한 인구 이동

종교적 광신의 증가

발생가능성

일반기업 > 학계

국제기구 > 정부

NGO > 정부기관

NGO > 정부기관 NGO > 일반기업

NGO > 정부기관

학계 > 정부기관

국제기구 > 정부기관

NGO > 정부기관

NGO > 학계

NGO > 일반기업

NGO > 정부기관

국제기구 > 일반기업

NGO > 일반기업

기타 > 일반기업

학계 > 일반기업

국제기구 > 일반기업

국제기구 > 정부기관

NGO > 정부기관

NGO > 일반기업

기타 > 일반기업

기타 > 정부기관

국제기구 > 정부기관

NGO > 정부기관

NGO > 학계 

NGO > 일반기업

기타 > 일반기업

국제기구 > 정부

학계 > 일반기업

기타 > 일반기업

NGO > 일반기업

국제기구 > 일반기업

기타 > 일반기업

NGO > 정부기관NGO > 학계

NGO > 정부기관

파급효과



해당부문 전문가와 타분야 전문가의 차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설문 응답자의 전문지식이 50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평

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섯 가지 항목 중 몇 가지 항목에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응답자들이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리스크 지형도는 표50과 같다. 해당 리스크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서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단, 기술부문은 예외였다. 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는 기술

부문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비전문가와 비교해서 평균적으

로 오히려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51은 평균값 비교의 T-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리스크에 대한 평

가에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 중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들을 보여준다.50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산포도를 통한 평가결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반적으

로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한 글로벌 리스크는 거의 없었

는데, 이에 해당하는 리스크는 대부분 기술부문의 리스크였다. 이 중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단 두 가지(나노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지적재산권 

제도의 실패)밖에 없었다. 

표 51 : 해당주제 전문가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의 시각차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서 발생 가능성이

나 파급효과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부과한 경우에는 (+)로, 반대로 

낮은 점수를 부과한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각 범주에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경우 소속기간

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예외는 존재했으며 국제기구 소속 응답자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를 환경부문 중심 리스크로 꼽고, 사회부문 중심 리스크로 인구 고

령화 대응 실패를 선택한 것이 이러한 예외에 속한다. 그리고 NGO기관 소속 

응답자들은 경제 범주 리스크를 타 기관 종사자들에 비해 다소 다르게 바라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대다수의 NGO소속 응답자들은 주요 시스

템적 금융 실패를 경제 범주의 중심 리스크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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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 해당 부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교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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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재발

만성적 노동시장 불균형

주요 시스템적 금융 실패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

회복불능 수준의 오염

토지 / 수로 관리 실패

생물종 남획

무분별한 도시화

전례 없는 지구물리학적 파괴 

지속적인 이상 기후

지자기 폭풍에 대한 취약성

인구 고령화 대응 실패

지지할 수 없는 인구증가

통제 불가능한 인구 이동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 

식량 부족 위기 

비효과적 마약 정책

고착화된 부패의 만연

주요취약국가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외교적 분쟁 해결 실패

조직범죄의 고착화

불법 무역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주 군사화 

나노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지구궤도잔해 확산

지적재산권 제도의 실패

발생가능성 파급효과

50 적용된 알파-수준(Alpha-level)은 5퍼센트이며, 평균차이 및 t-value 값은 요청 시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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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중심 리스크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시각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BOX 6 :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확

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경제포럼의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와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의 새로운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매 분기 학계, 기업, 

정부 및 NGO 소속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천 여명의 전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에서는 유일한 연구 이

니셔티브인 글로벌 신뢰 지수(Global Confidence Index) 조사에 따라 설문 

응답자들의 향후 1년간의 세계 경기,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협

력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다. 응답자들에게는 향후 1년 동안 경제, 환경, 지

정학, 사회 그리고 기술부문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

다. 조사 결과는 다섯 개의 리스크 항목의 요소들이 글로벌 시스템에 만약 충

격을 가한다면 그 충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제공

하고 있다.

2011년 전반기에 실시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

다. 세계 경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

지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글로벌 신뢰 지수는 장기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를 비교

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을 통한 회귀분석도 제공할 

것이다. 

추가 정보는 글로벌 신뢰 지수 웹사이트(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weforum.org/Confidenc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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