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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위스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비용이 지난 10 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지진에 의한 손실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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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의하면, 홍수로 인한 손실이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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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홍수의 보험 담보 가능성은 업계에 특별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아이패드 홍수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같은 시점에 발표되었다.
홍수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 재해는 없다.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약 5 억 명이 홍수로 피해를 입는다. 홍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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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70 년대의 연간 홍수 보험
손실액이 미화 10~20 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2011 년은 미화
150 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태국, 호주 및 필리핀에서 발생한
홍수를 보면 홍수가 경제 손실 측면에서 지진과 허리케인에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위스리 그룹의 언더라이팅 최고 책임자인 Matthias Weber 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홍수 및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홍수 보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솔루션이 주택 소유주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 위험 노출
지역에 집중된 자산과 기후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원인은 보험
담보 가능성에도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스위스리 홍수보험 책임자이자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Jens
Mehlhorn 은 “태국에서 발생한 미화 120 억 달러 규모의 보험
손실은 홍수가 극심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보험 손실은 태국의 연간 총 재물 관련 보험료의 1800%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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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또한 보험사가 홍수 방벽 및 도시 계획과 같은 위험
최소화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도 연구조사한다.
최근 태국 홍수로 드러난 '위험 지역'은 홍수 취약 지역 내에 위치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과 관련된 집합 산업 단지이다. 이 지역의
기업휴지로 인한 국제 공급망 단절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경우
극심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스위스리는 초고해상도 세계 홍수
지도를 제공하는 자사의 Global Flood Zones®모형을 이용하여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리는 또한 앱 스토어에 아이패드용 홍수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했다.

스위스리 (Swiss Re)
스위스리 그룹은 재보험, 보험, 및 기타 보험 기반 위험 이전 상품을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이다. 고객과 직접 또는 브로커사를 통해 전 세계에 기반을 둔 보험사,
중대형 기업, 공공 부문과 거래를 하고 있다. 표준 상품부터 맞춤형 상품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분야에 걸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본력, 전문성,
혁신력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863 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스위스리는 전세계 60 개에 이르는 사무소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부터 A +등급을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리는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SREN). 더 자세한
사항은 www.swissre.com 혹은 트위터(@SwissR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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