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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Re Institute의 최신 시그마 보고서에 의하면, 재해 이벤트로 
인한 2016년 글로벌 보험손해는 2015년에 비해 42% 증가한 
USD 540억에 달했음 

• 재해 이벤트로 인한 총 글로벌 경제적 손해는 2016년에 
USD 1750억에 달함(2015년 USD 940억) 

• 2016년에 재해로 인한 보험손해는 2015년에 비해 42% 증가한 
USD 540억에 달했으며, 2012년 이후 최고를 기록함 

• 지진, 폭풍우, 홍수 이벤트 및 산불로 인해 수많은 지역에 
광범위한 손해가 발생함 

• 2016년에 약 11,000명이 재해 이벤트로 인해 사망함 

 

취리히, 2017년 3월 28일 – 2016년에는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총 
경제적 손해가 USD 1750억에 달했으며, 이는 2015년의 USD 940억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스위스재보험의 시그마 보고서는 밝혔다. 
2016년에 재해로 인한 글로벌 보험손해는 USD 540억에 달했으며, 
이는 2015년의 USD 380억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2016년의 손해 
규모는 (경제적 손해 및 보험손해)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 
4년간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켰다. 이는 2016년에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폭풍우, 홍수 및 산불 등의 수많은 대규모 재해 이벤트로 인한 
것이다.  일부 이벤트들은 보험침투율이 높은 지역을 강타했으며, 이는 
보험손해 42%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신속한 
보험금 수령 등을 통해 재해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준비가 더욱 잘 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327건의 재해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이 중 
191건은 자연재해, 136건은 인재였다. 재해로 인해 USD 1750억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5년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과거 
4년과 동일하게 아시아 지역이 재해 이벤트의 수(128) 및 경제적 
손해(약 USD 600억) 측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4월에 일본 규슈 
섬에서 발생한 지진이 최대 규모의 경제적 손해를 유발했는데, 손해 
규모는 USD 250억 - 300억에 달한다.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1,000명이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는데, 이는 2015년의 
26,000여 명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2016년 보험 지급액의 상당한 증가 
2016년에 글로벌 보험손해는 USD 540억에 달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과거 10년간의 인플레이션 조정 
연간평균(USD 530억)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USD 
460억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으며, 이는 과거 10년 연간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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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인재로 인한 보험손해는 USD 80억에 달했는데, 이는 
2015년의 USD 100억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2016년에 경제적 손해 및 보험손해 모두 10년 평균에 근접했으며, 
보험손해는 총 손해의 약 30%에 해당했고, 일부 지역은 높은 
보험침투율에 힘입어 상황이 훨씬 양호했습니다”라고 스위스재보험 
수석 이코노미스트 Kurt Karl은 언급했다. 예를 들어, 북미 지역에서 
2016년의 글로벌 보험손해 중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에서 
기록적으로 많이 발생한 대규모 뇌우 이벤트에 주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폭풍 리스크에 대비한 미국의 보험침투율은 높은 수준이다. 그 중 
가장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이벤트는 4월에 텍사스 주를 강타한 우박 
동반 폭풍이었는데, 그 결과 USD 35억에 달하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보험손해는 USD 30억이었다. 따라서, 손해의 약 
86%가 보험에 의해 보장되었다.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대형 우박으로 인한 대규모 재산 손해로부터 잘 보호된 
것이다. 

수많은 위험 유형 및 모든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했던 2016년 
2016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보면, 일본, 에콰도르, 탄자니아, 
이탈리아 및 뉴질랜드의 지진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 걸쳐 대규모의 
재해 이벤트가 발생했다. 캐나다의 앨버타주 및 서스캐처원 주의 광활한 
평원에 발생했던 산불은 캐나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손해 
이벤트였으며, 전 세계에 걸친 시그마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손해를 
안겨준 산불이었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대규모 홍수 이벤트들이 발생했으며, 2007년 이후로 북대서양 
상공에 처음으로 형성된 5등급 폭풍인 허리케인 매튜도 있었다. 
허리케인 매튜는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700명 이상 사망, 대부분 
아이티에서 발생) 단일 이벤트였다.   

 

표1은 재해 이벤트에 대한 전 세계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보험업계가 
일조할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재해 이벤트로 인한 총 
경제적 손해에 비해 부족한 보험 보장은(프로텍션 갭) 2016년에 
USD 1210억에 달했다.  보험 보장은 균일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높은 보험침투율로 2016년 10월 뉴질랜드의 남섬을 
강타한 지진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가계 및 기업이 회복할 준비가 

표 1: 2016년 및 2015년의 총 경제적 손해 및 보험손해 

표에는 반올림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Cat Perils 및 Swiss Re Institute. 

USD 10억(2016년 물가 기준) 2016 2015  연간 변화율 10년 평균 

경제적 손해 (합계) 175 94 85% 175 

자연재해 166 82 102% 163 

인재 9 12 -28% 12 

보험손해 (합계) 54 38 43% 53 

자연재해 46 28 64% 46 

인재 8 10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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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었지만, 일본 큐슈 섬의 경우 4월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중 
20%만이 보험에 의해 보장되었다. 또한, 에콰도르의 경우 4월 동일한 
날짜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USD 40억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험손해는 USD 5억에 불과했다.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보험은 가계와 공동체가 재해에 따른 손해 및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Karl은 덧붙였다. 

 

캐나다 산불: 화재에 의해 파괴된 건물과 숲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산불로 뒤덮였던 캐나다 앨버타 주 및 
서스캐처원 주의 광활한 평원의 가입자들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산불은 작년에 매우 건조한 기후로 인해 발생한 북미 
지역의 수많은 산불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산불로서, 수많은 건물 및 590,000 헥타르의 산림을 불태웠다.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약 88,000명이 지역에서 대피했다. 이 산불로 
인한 총 경제적 손해는 USD 40억에 달했으며, 이 중 거의 
USD 28억(70%)은 보험에 의해 보장되었다. 대피명령이 철회된 후에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지역에 즉시 접근하여, 복귀하는 거주자들을 
지원했다. 보험사들은 기록적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액의 68%가 연말까지 해결되었다. 

수많은 지역의 홍수  
또한 2016년에는 수많은 대규모 강우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광범위한 지역에 대형 홍수가 발생했다. 5월말과 6월초에 뇌우, 폭우 및 
홍수(강 및 돌발 홍수)가 프랑스, 남부 및 중부 독일, 벨기에를 
강타했으며, 그 결과 USD 39억 규모의 총 경제적 손해와 USD 29억 
규모의 보험손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7월에 양쯔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USD 22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결과 1998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양쯔강 
홍수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낮은 보험침투율로 인해 보험손해는 
USD 4억에 불과했다. 

미국 또한 홍수의 타격을 입었다. 2016년에는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유발한 네 건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그 중 최악의 홍수는 8월에 
루이지애나주 남부 및 미시시피주의 내륙지방에 발생한 홍수였다. 
대체로 저지대 습지이며 수많은 강이 관통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지형으로 인해 이 지역은 홍수에 취약하다. 심한 폭우 이후에 
수많은 강이 범람하여 인접 지역에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해 누적액은 USD 10억에 달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홍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리스크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루이지애나주 및 미시시피주 
홍수의 경우, 미국의 홍수 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손해 중 3분의 1 
미만(약 USD 30억)만 보험 보상 대상이었다. 이 시그마보고서에는 
미국의 홍수 리스크에 대한 보험 가입 부족 현황 관련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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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 

무보험 손해 

그림 1: 보험 vs. 무보험 손해, 1970-2016 (USD 10억), 2016년 물가 기준 

10년 이동평균(총 보험손해)  

표 2: 2016년에 최대 보험손해를 유발한 재해(USD 10억) 

주: (1) 책임보험 및 생명보험 손해를 제외한 손해 및 기업휴지 보험. 
출처: (2) Swiss Re Cat Perils 추산치; (3) 미국 자연재해 수치(Property Claims Services의 
승인을 받음) 및 스위스재보험 추산치; (4) 미국 자연재해 수치(Property Claims Services의 
승인을 받음); (5) CatlQ. 

10년 이동평균(총 경제적 손해) 

월 보험 손해 1 총 경제적 손해 이벤트 국가 

4월 4.9 25 to 30 지진 2 일본 

10월 4.0 12.0 허리케인 매튜 2 미국 및 카리브해 

8월 3.1 10.0 루이지애나 주의 대규모 폭풍 및 

홍수 3 

미국 

4월 3.0 3.5 뇌우 4 미국 

5/6월 2.9 4.0 유럽의 폭풍 및 홍수 2 유럽 

5/6월 2.8 4.0 포트맥머리 산불 5 캐나다 

11월 1.7-2.4 3.9 지진(강도 7.8)2 뉴질랜드 

 

경제적 손해 = 보험 + 무보험 손해 
출처: Cat Perils 및 Swiss 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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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경제적 손해 및 보험손해 모두 10년 평균에 근접했으며, 보험손해는 총 손해의 약 30%에 해당했고, 일부 지역은 높은 보험침투율에 힘입어 상황이 훨씬 양호했습니다”라고 스위스재보험 수석 이코노미스트 Kurt Karl은 언급했다. 예를 들어, 북미 지역에서 2016년의 글로벌 보험손해 중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에서 기록적으로 많이 발생한 대규모 뇌우 이벤트에 주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폭풍 리스크에 대비한 미국의 보험침...
	2016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보면, 일본, 에콰도르, 탄자니아, 이탈리아 및 뉴질랜드의 지진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 걸쳐 대규모의 재해 이벤트가 발생했다. 캐나다의 앨버타주 및 서스캐처원 주의 광활한 평원에 발생했던 산불은 캐나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손해 이벤트였으며, 전 세계에 걸친 시그마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손해를 안겨준 산불이었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대규모 홍수 이벤트들이 발생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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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산불로 뒤덮였던 캐나다 앨버타 주 및 서스캐처원 주의 광활한 평원의 가입자들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산불은 작년에 매우 건조한 기후로 인해 발생한 북미 지역의 수많은 산불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산불로서, 수많은 건물 및 590,000 헥타르의 산림을 불태웠다.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약 88,000명이 지역에서 대피했다. 이 산불로 인한 총 경제적 손해는 US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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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6년에는 수많은 대규모 강우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광범위한 지역에 대형 홍수가 발생했다. 5월말과 6월초에 뇌우, 폭우 및 홍수(강 및 돌발 홍수)가 프랑스, 남부 및 중부 독일, 벨기에를 강타했으며, 그 결과 USD 39억 규모의 총 경제적 손해와 USD 29억 규모의 보험손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7월에 양쯔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USD 22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 또한 홍수의 타격을 입었다. 2016년에는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유발한 네 건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그 중 최악의 홍수는 8월에 루이지애나주 남부 및 미시시피주의 내륙지방에 발생한 홍수였다. 대체로 저지대 습지이며 수많은 강이 관통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지형으로 인해 이 지역은 홍수에 취약하다. 심한 폭우 이후에 수많은 강이 범람하여 인접 지역에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해 누적액은 USD 10억에 달했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