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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리 시그마  2014년 상반기 발표(잠정): 

전 세계 재해 관련 보험 손실액 비교적 낮은 수준인 210억달러 기록 

• 2014 년  상반기  재난  사고  총  경제적  손실액  440 억달러  

• 2014 년  상반기  재난  사고  보험  손실액  210 억달러,  과거  대비  

낮은  수준 

• 2014 년  상반기  자연재해  보험손실액  190 억달러  기록 

• 2014 년  상반기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해  약  4,700 명  사망  
 

취리히,  2014 년  8 월  27 일  — 스위스리  시그마의  발표(잠정)에  

따르면  2014 년  상반기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총  경제  손실액은  

440 억달러에  기록했다.  이  중  보험손실액은 210 억달러로,  전년  

동기  250 억달러  및  과거  10 년  상반기  평균  270 억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다.약  4,700 명이 2014 년  상반기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액은  410 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590 억달러,  과거  10 년  상반기  평균  940 억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자연  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  또한  190 억달러로  전년  동기  및  

과거 10 년  상반기  평균(230 억달러)보다  낮았다 .  인재로  인한  재난  

사고의  보험손해액은  20 억달러를  기록했다.  

5 월  중순경,  미국에서는  5 일  동안  우박을  동반한  대규모  폭풍으로  

인해  26 억달러의  보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봄철  이상기후에  

기인한  폭풍우와  토네이로  인해  10 억달러  이상의  보험  손해액이  

발생하였다. 

미국,  일본에서  극심했던  겨울철  이상  기후도  2014 년  자연  재해  

보험손실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경우  장기에  걸친  

폭설과  혹한이  동부  지역은  물론  미시시피주,  조지아주  등을  포함한  

남부  지역을  강타하며  17 억달러의  보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지역에  걸친  폭설로  인해  현재  재물  손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이  25 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2014 년  상반기  서유럽  지역도  작년에  이어  강력한  태풍  피해를  

입었다.  6 월  태풍  엘라가  해일과  강풍을  동반하며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여러  지역의  재물  및  차량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25 억달러의  총  보험  손실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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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상반기에도  홍수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인명을  앗아갔으며  

상당한  재물  손해를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지난  5 월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및  여타  동유럽  국가에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45 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보험  침투율이  낮은  

탓에  관련  보험  손실은  크지  않았다. 

표 1: 2014 년  상반기  대형  재난사고  (단위 :  미화  10 억달러)  

월  보험 손실 1 총 손실 사고 유형 국가 

5월 2.6 3.2 폭풍우, 해일 2 미국 

6월 2.5 2.7 폭풍 엘라 3 프랑스, 독일, 벨기에 

2월 2.5 5.0 폭설 4 일본 

1월 1.7 2.5 폭설 2 미국 

5월 1.1 1.7 폭풍우, 토네이도 2 미국 

1 생명보험  및  배상책임  제외한  재물손해액 ,  기업휴지  손해액  

2 미국  PCS(Propert y  C la im Serv ices )  기준  

3 각국  보험협회  및  스위스리  추정치  

4 일본  손해보험협회  및  스위스리  추정치  

 

 
 

주: 보험 손실 + 무보험 손실 = 총 경제적 손실 

출처: 스위스 리 시그마 데이터베이스  

 

본 보도자료의 추정치는 2014년 8월 14일 기준 최신 업데이트 데이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그림 1: 재난사고 손실액 (단위: 미화 10억달러) 

 

상반기 보험 손실 

상반기 무보험 손실 

  

회계년도 보험 손실 

회계년도 무보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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