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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자연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더욱 증가된 세계 – 201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
•
•
•

계속되는 경제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는 극심한 기상사태와 결합되면서 점점 더 위험스런 상황으로 발전됨
국가의 위기 대응력(resilience)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위협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국가별 평가 시스템이 준비됨
건강 및 오만, 디지털 범람 그리고 환경/경제 스트레스가 2013 년의 3 대 리스크 사례에 해당
http://www.weforum.org/globalrisks2013 에서 글로벌 리스크 2013 보고서 전체를 읽으십시오.

영국 런던, 2013 년 1 월 8 일 –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일련의 극단적 기후 재앙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를 더욱 많은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1,000 명이 넘는 전문가와 산업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가장 지배적인 상위 두 가지 글로벌
리스크로 심각한 소득 격차 다음으로 고질적인 금융 불균형을 지목함으로써 향후 10 년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전망과
더불어 정부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허리케인 샌디(Sandy)부터 중국의 홍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기후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응답자들은 세 번째
글로벌 리스크로 증가 일로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꼽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 실패를 향후 10 년 동안 가장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킬 환경 리스크로 간주했다.
세계경제포럼의 Lee Howell 보고서 편집자 겸 운영 이사는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건강 경고 임에 틀림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요 교란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요 시스템이 계속 기능을
발휘하려면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국가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Zurich Insurance Group 의 Axel P. Lehmann 리스크 책임자는 “슈퍼 태풍 샌디 같은 기후 사태로 인한 비용 증가,
섬국가 및 해변 지역에 대한 강력한 위협,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리스크 2013 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관심사항을 세계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1. 건강과 오만
건강 부문에서의 큰 발전은 세계를 과도한 자기만족에 빠지게 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부하에
걸린 건강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는 한편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로 인해 유행병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사례는 항생제 내성, 만성 질병, 국제적 지적 재산권 제도의 실패와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국제적인
협조 및 다양한 금융 모델이 권장된다.
2. 경제 및 환경에 대한 압박
긴급한 사회경제적 리스크 때문에 기후변화 과제와 관련된 노력이 무산되고 있다. 태생적 인지 편향성으로 인해 국제
공동체는 최근의 극심한 기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기적인 위협들을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다. 경제 및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데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March & McLennan Companies 의 계열사인 Oliver Wyman 그룹의 John Drzik 최고 경영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두
개의 폭풍은 서로 출동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다. 우리가 심각한 기후 사태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전 지구적 번영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
지도자, 비즈니스 지도자와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이 복잡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Swiss Re의 David Cole 그룹 최고 리스크 책임자는 “유감스럽지만 경제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더 이상
연계성을 지닌 것이 아닌 대립적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갖출 수 없다는 의견이 득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현명한
리스크 관리란 상황에 대한 전체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및 기후변화 과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디지털 범람
인쇄기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신기술들이 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다. 정보의 민주화는 많은 방법에 있어서 선량한 힘이기도 하지만 유투브에서 반이슬람 영화로 인해 제기된
폭동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하면서 예측불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지기 같은 미디어의 전통적 역할이
퇴색되면서, 이 사례를 통해 연결성이 어떻게 하여 “디지털 범람”을 확대시키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국가적 위기 대응력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는 새로운 국가별 평가에 대한 기초작업이 이뤄져 있으므로 리더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진척 사항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외부에서 기인하는 글로벌
리스크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대응력이 핵심적 최전선 방어가 된다.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50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경제, 환경, 지정학적 요인, 사회 및 기술
카테고리로 묶어서 응답자들에게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리스크에 대해 더욱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욱 비관적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북미의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추가 연구를 더욱 요구하는 부상중인 의제들, 즉 “X 요인”들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질공학 및 뇌
변형 기술 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세 가지 리스크 사례 및 X 요인은 “대응성 있는 활력”이라는 주제하에 스위스 다보스-클로스터즈(Davos-Klosters)에서
1월 23-27에 개최되는 2013년 세계 경제 포럼 연차 회의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3)에서 특별
세션의 초점이 될 예정이다.
Marsh & McLennan Companies, Swiss Reinsurance Companies, Zurich Insurance Group, Oxford Martin
School(옥스포드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 그리고 Wharton Center for Risk Management(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개발된 2013 글로벌 리스크 는 세계 경제 포럼 리스크 대응 네트워크의 핵심
이니셔티브로서 사적 및 공적 부문 리더십에 독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글로벌 리스크의 표시, 모니터링, 관리를
통해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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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2013 년 1 월 8 일 09:30 부터 10:30(GMT)까지 보고 개시 기자회견 실황을 시청하거나
http://livestream.com/worldeconomicforum 에서 녹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http://www.twitter.com/WEFRisk에서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팔로우하고 트위터에 #risks2013를 이용하십시오.
위기 대응 네트워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weforum.org/RR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ef.ch/Davos에서 세계 경제포럼 연차 회의 2013에 관해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ef.ch/facebook에서 페이스북 포럼 회원이 되십시오.
http://wef.ch/blog에서 포럼 블로그를 읽어 보십시오
http://wef.ch/scribd에서 포럼 발간 보고서를 읽 어보십시오.
http://wef.ch/events에는 차기 포럼 행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ef.ch/news에서 포럼 보도 자료 정기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세계 경제 포럼은 독립적인 국제 기구로서 글로벌, 지역 및 산업 관련 의제 형성을 위해 비즈니스, 정치, 학문 및 그 외 분야의 지도자 그룹을
참여시킴으로써 세계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 포럼은 1971 년에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하였으며 어떠한정치적,당파적,국가적 이해관계에도 매여 있지
않음을 알립니다 (www.weforu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