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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실패와 사회적 분열 위기가 2022 년 Global Top Risk 로 꼽혀 

 

⚫ 가장 큰 위험은 기후 위기, 사회적 분열 증가, 사이버 위험 증가, 전염병의 전세계적 확산 지속 

에 따른 불균등한 회복 

⚫ 전문가 대상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6 명 중 1 명만이 경기회복에 대해 낙관적이며 10 명 중 

1 명만이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전망 

⚫ 종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리더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과 협력적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 

⚫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2 를 읽으신 후 글로벌 리스크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risk22 를 사용하여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스위스 제네바, 2022 년 1 월 11 일 – 전 세계가 COVID-19 대유행 3 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기후 위험은 

전 세계적인 우려 사항이 되었다. Global Risks Report 2022 에 따르면, 가장 큰 장기적 위험은 기후 

변화이지만, 단기적 글로벌 우려로는 사회적 분열, 생계 위기 및 정신 건강 악화 등이 있이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회복이 향후 3 년 동안 불안정하고 균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다. 

 

올해로 17 번째 발행된 이 리포트를 통해 리더들은 향후 다가올 미래의 아젠다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보안, 우주에서의 경쟁, 

무질서한 기후 변화, 이주 압력 등 4 가지 영역의 신규 리스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위험들의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과 경제적 혼란이 사회적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보다 평등하고, 빠른 글로벌 회복을 위해 

사회와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 사디아 자히디 (Saadia Zahidi) 상무이사는 "글로벌 리더들은 함께 모여 끊임없는 글로벌 

도전에 맞서고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이해자들 간의 조율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Marsh 의 유럽 Risk Management 리더인 Carolina Klint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COVID-19 

영향으로부터 점차 회복함에 따라 조직의 회복과 ESG 인증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사이버 위험 관리 체계 

없이는 조직의 회복이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추가로, 조직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인공위성 및 우주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시작해야 한다.” 

 

취리히 보험 그룹의 그룹 최고 위험 책임자인 Peter Giger 는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이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세계 GDP 가 6 분의 1 로 줄어들 수 있으며 

COP26 에서 맺었던 약속은 여전히 1.5C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직면한 위험에 

대처하고 경제와 인류를 보호하는 혁신적이고 단호하며 포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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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COVID-19 대유행 2 년차에 대한 성찰로 마무리되며 국가 수준의 회복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장은 또한 조직의 회복력을 위한 보다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경제 포럼의 위험 전문가 커뮤니티 (Chief Risk Officers Community and Global Future Council on 

Frontier Risks)를 활용했다.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2 는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위험 자문 위원회의 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추가로 Strategic Partners, Marsh McLennan, SK Group, Zurich Insurance Group, Oxford Martin 

School (University of Oxford),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harton Risk Management and 

Decision Processes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학술 고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편집자 참고 사항 

 

다음 파트너 회사에 연락하는 방법: 

• Jason Groves, Global Director of Media Relations, Marsh, United Kingdom, +44 (0)20 7357 1455, 
jason.groves@marsh.com 

• Pavel Osipyants, Head Media Relations EMEA, Risk Management, Investment Management, 
Zurich Insurance Group, Switzerland, +41 (0)787 242 188, pavel.osipyants@zurich.com  

• Sam Ik Whang, Director, Media Relations Team, SK Group, South Korea, +82-2-2121-1636 
samik.whang@sk.com 

 
About the Davos Agenda – the state of the world in 2022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comes ahead of the Davos Agenda, which will mobiliz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business lea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to share their outlook, 
insights and plans relating to the most urgent global issues. The meeting will provide a platform for 
connection, enabling the public to watch and interact through livestreamed sessions, social media 
polling and virtual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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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 about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and join the conversation using #risks22 
Watch the report launch press conference here 
Find out more about the Davos Agenda 
Read the Forum Agenda also in French | Spanish | Mandarin | Japanese 
Learn about the Forum’s impact 
Check out the Forum’s Strategic Intelligence Platform and Transformation Maps 
Follow the Forum on Twitter via @wef@davos | Instagram | LinkedIn | TikTok | Weibo | Podcasts 
Become a fan of the Forum on Facebook  
Watch Forum videos 
Subscribe to Forum news releases and podcasts 

The World Economic Forum, 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Forum engages the foremost political, business and 
other leaders of society to shape global, regional and industry agendas. (www.w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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