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Navigating a New Climate |     

신기후의 탐색

기후 변화에서의 신용 리스크 및 기회 평가 :

16개 은행실무 그룹의 TCFD 권고사항 시범운영 결과
 

2부: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2018년 7월





2018년 7월

신기후의 탐색
기후 변화에서의 신용 리스크 및 기회 평가 :

16개 은행실무 그룹의 TCFD 권고사항 시범운영 결과
 

2부: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차 례

실무그룹의 관점 ························································································81

감사의말  ····························································································83

고지사항  ····························································································84

프로젝트 소개 ··························································································85

개요  ··································································································86

1. 서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은행의 대비·······························································89

2.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위한 통합된 접근방식 ·····························································91

 2.1. 차입업체의 특징  ················································································93

 2.2. 기상이변 및 기후 리스크에 대한 위험 완화 수단으로서의 보험  ········································93

 2.3. 기후 변화 시나리오 ··············································································95

 2.4. 기후 변화가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  ································································99

  2.4.1. 부문별 생산성 변화 평가 ····································································99

  2.4.2. 손익계산서 메트릭스 조정 ··································································101

  2.4.3. 부도율 변경 결정  ·········································································103

 2.5. 부동산: 기후 변화가 담보인정비율에 미치는 영향 ···················································104

  2.5.1. 기상이변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추정  ··················································104

  2.5.2. 담보인정비율 변경 결정  ···································································105

3. 접근방식 실행: 은행의 시범운영에서 얻은 교훈 ·························································106

 3.1. 은행#1 사례 연구: 농업 ··········································································107

  3.1.1. 서론 ······················································································107

  3.1.2. 차입업체들을 대표하는 샘플 분석 ···························································107

  3.1.3. 스트레스 테스트 샘플 ······································································108 

  3.1.4. 세그먼트 스트레스 민감도 ··································································109

  3.1.5. 부문 포트폴리오 결과/발견한 점 ····························································109

  3.1.6. 교훈, 도전 및 향후 과제 ····································································110

 3.2. 이타우 우니방코(Itaú Unibanco) 사례 연구: 농업 부문의 물리적 리스크 ······························· 111

  3.2.1. 서론 ····················································································· 111

  3.2.2. 방법 ····················································································· 111

  3.2.3 방법 적용 ················································································· 112

  3.2.4. 결과 ····················································································· 114

  3.2.5. 교훈, 도전 및 향후 과제 ···································································· 115

 3.3.  TD 뱅크그룹 사례 연구: 물리적 리스크 평가에 지형 공간 매핑을 사용한, TD와  ························116 

블룸버그(Bloomberg)의 공동 테스트 작업

  3.3.1. 범위 ·····················································································116 

  3.3.2. 평가방법: 블룸버그맵스(Bloomberg MAPS) ·················································116

  3.3.3. 결과 ·····················································································121



  3.3.4. 결론 ·····················································································121

 3.4. UBS 사례 연구: 전기 설비 회사에 대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 ·····································122

  3.4.1 접근방식  ·················································································122

  3.4.2. 장점과 문제 ··············································································122

  3.4.3. 잠재적인 후속 단계 / 향후 작업 영역 ························································123

 3.5. 스탠다드 차타드 사례 연구: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124

  3.5.1. 분석의 배경 및 범위 ·······································································124

  3.5.2. 분석을 위해 채택한 접근방식 ·······························································124

  3.5.3. 결과 및 영향 평가 ·········································································125

  3.5.4. 파악된 추가 작업 영역 ·····································································126

  3.3. 5. 결론 ····················································································126

 3.6. 라보뱅크(RaboBank) 사례 연구: 네덜란드 부동산의 물리적 리스크 평가 ······························127

  3.6.1. 범위 ·····················································································127

  3.6.2. 문제와 해결책 ············································································127

  3.6.3. 분석 및 결과 ··············································································128

  3.6.4. 주요 시사점과 문제 ········································································129

  3.6.5. 그 밖의 의견 ··············································································130

4. 물리적 기회: 금융기관의 전략 탐구 ····································································131

 4.1.기회의 종류와 데이터 소스 ·······································································132 

 4.2. 시장 평가 ······················································································134

  4.2.1. 부문별 금융 수요 평가 ·····································································134

  4.2.2. 부문별 평가 ··············································································135

 4.3.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시장 포지셔닝 평가···············································137

 4.4. 기회 평가 ······················································································138

5.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차세대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분석을 향해 ··········································140

 5.1.은행의 사내분석과 역량 개발······································································140

 5.2. 연구조사 기반 강화 ·············································································142

 5.3.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지원할 분석 플랫폼과 툴 개발 ·········································146

 5.4.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정보 흐름 개선과 은행과 대출한 업체 간의 적응 ································146

 5.5. 정부와 보험사간의 교류 증진 ····································································146

 5.6. 결론 ··························································································147

부록 A: 약어 ··························································································148

부록 B: 보험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 ······································································149

참고문헌  ···························································································152

  

	

	



신기후 탐색 | 실무진의 견해 81  

	

	

“금융기관 및 기타 시장 관계자들에게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고 대응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격렬한 기후변화의 물리

적 영향에 대한 이해와 대응, 그리고 위험을 완화하고 탈탄소화경제의 

기회 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16개 주요 은행들과의 협

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금융산업이 기후변화 과제의 변화와 물

리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과 툴

을 개발하는 데 익숙합니다.” 

ERIC USHER

Head

UNEP Finance Initiative

RBC는 오늘날 기후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합

니다. 우리는 기후 관련발표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전시키고 기후연관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며, 고객들도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을 지

원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DAVID MCKAY

President & CEO

Royal Bank of Canada

우리는 이 접근법을 테스트하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고객과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 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력은행들과 이 실무진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 사

람들과 공동체가 번창하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KEVIN CORBALLY

Chief Risk Officer

ANZ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Barclay의 고객들

에게 침수 위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기 위해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을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는 업무와 포트

폴리오 수준 측면 모두에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데 도

움이 됩니다.”

JON WHITEHOUSE

Head of Government Relations & Citizenship

Barclays

“세계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수면 상승, 날씨 양상 변화, 극심한 기

후, 그리고 더 심각하고 빈번한 자연 재해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UNEP 

FI 물리적 위험방법론은 금융산업과 우리의 고객들이 기후 변화의 현실

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을 제공합니다.”

BRANDEE MCHALE

Director of Corporate Citizenship

Citi

President

Citi Foundation

“우리는 호주 농민 3명 중 1명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의 가장 큰 농업은

행으로서, 산업의 계절적 특성과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중 하나인 

이곳에서 고객들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운 고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

니다. 기후 예측은 이러한 문제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위험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탄력성 구축과 적

용의 기회들을 개발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영향과 기회를 계속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물리적 기후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고객이 기후관련 위험을 관리 및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얻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험을 전통적인 은행시

나리오 발전과 스트레스 테스팅에 결합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협력적 글로벌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기쁩니다.”

DAVID GALL

Chief Risk Officer

National Australia Bank

“기후 변화는 은행들에게 광범위한 위험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

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UNEP FI 

TCFD 보고서는 물리적 위험요소를 분석 및 대응, 보고하는 툴을 개발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ROSELYNE RENEL

Global Head, Enterprise Risk Management

Standard Chartered

“TCFD 시범사업의 금융산업 결과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금융 위

험관리의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들은 고객, 투자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

체 경제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ENISE PAVARINA

Executive Director

Banco Bradesco

Vice-chair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은 은행의 대출자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이 보고서의 혁신적인 방법론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이 개선됨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단 은행들이 위험의 규모를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 위험관리를 심각하

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중요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기후영향

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는 것은 은행에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가

장 잘 이해하는 은행은 경쟁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DR RICHENDA CONNELL

CTO and co-founder

Acclimatise

실무진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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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VA의 경우, 물리적 기후 위험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

향 평가용 공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는 집단적인 시범 훈련에 참여

하게 되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

후 변화를 점진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다르고 훌륭한 조

치입니다.”

ANTONI BALLABRIGA

Global Head of Responsible Business

BBVA

“TD 뱅크 그룹에서 저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전개됨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튼실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지속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분야 개발은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

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의 기후 관련 권장 사항을 시

범운영하면서, Bloomberg MAPs와 협력하며 평가 프로세스에 기여

할 수 있는 데이터 가시화 툴의 능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IT 애플리

케이션을 탐색할 것입니다.”

NICOLE VADORI

Head of Environment

TD

“금융기관으로서 우리는 사회, 경제 및 기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화에 유의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은 은행 제품 

및 서비스에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 제품 및 서비스에 대

한 우리의 노출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영향을 예측 및 완화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반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부

문은 이러한 변화의 조종사입니다. UNEP FI는 금융업계에 미치는 물

리적 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툴을 만들기 위해 16개의 은행들을 조직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참여한 실무진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

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해와 행동을 증가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NISE HILLS

Head of Sustainability

Itaú Unibanco

Rabobank의 TCFD 추천 이행에 대한 UNEP FI 시범사업 참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성장시키는 우리의 임무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유엔환

경과 같은 선도적인 국제기구들과 제휴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의해 야

기되는 위험의 대처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NEP FI 

TCFD 실무진에서 개발된 지식은 파리협약 목표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BAS RÜTER

Director of Sustainability

Rabobank

“UNEP FI TCFD 시범사업 실무진은 협력과 노하우를 교환하기 위해

서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해왔고, 이는 물리적 기후 위험 분석의 발전에 

있어 금융권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위 실무진의 일원

이 되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이는 금융 및 비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 위험 분석을 개선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LISELOTTE ARNI

Managing Director, Head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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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범 운영 프로젝트는 UNEP FI가 소집한 16개 은행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주도했다.

UNEP FI와 어클라이머타이즈 그룹(Acclimatise Group Ltd)은 본 보고서의 일부를 저술한 다음 조직들에 감사드린다.

그 밖에 블룸버그(Bloomberg), 스위스 리(Swiss Re), 델타레스(Deltares), PIK (ISIMIP), Gerald C. Nelson 교수(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섐페인캠퍼스)도 추가적인 안내와 지원을 해주었다.

저자

 

Richenda Connell, 공동창립자, 기술담당최고책임자(CTO)

(r.connell@acclimatise.uk.com)

John Firth, 공동창립자, CEO

(j.firth@acclimatise.uk.com)

Alastair Baglee, 기술 이사

(a.baglee@acclimatise.uk.com)

Anna Haworth, 선임 리스크 자문

(a.haworth@acclimatise.uk.com)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는 UNEP FI가 마련하여 관리하고 조직화 하였다.

 

Jennifer Steeves, 리스크 분석가

(j.steeves@acclimatise.uk.com)

Caroline Fouvet, 정책 분석가

(c.fouvet@acclimatise.uk.com)

Robin Hamaker-Taylor, 정책 분석가

(r.hamaker-taylor@acclimatise.uk.com)

그 중  Simone Dettling (simone.dettling@un.org)과  

Remco Fischer(kai.fischer@un.org)가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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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클라이머타이즈그룹(Acclimatise Group Ltd)(“어클라이머타

이즈”)은 다음 16개 은행: ANZ, 바클레이즈(Barclays), BBVA, 

BNP 파리바스(Paribas), 브라데스코(Bradesco), 씨티(Citi), DNB, 

이타우 (Itaú),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라보은행 (Rabobank),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산탄데르(Santander), 소시에테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TD 은행그

룹, UBS로 구성된 유엔환경계획금융부문(UN Environment 

Finance Initiative, “UNEP FI”) 실무로부터 은행의 기업 신용 포

트폴리오를 위해 기후 관련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해 달라

는 의뢰를 받았다.

어클라이머타이즈, UNEP FI, 실무그룹은 본 보고서 또는 본 보

고서에 명시된 조언 또는 권고사항을 토대로 제3자가 취한 조치

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떤 당사자에게 어떤 거래의 정

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은 본 보고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유효하며 본 보고서

의 날짜 기준으로만 유효하다. 본 보고서가 토대로 삼은 제3자가 

제공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믿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 검증

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공개

된 정보, 업계 및 통계데이터는 어클라이머타이즈, UNEP FI, 실

무그룹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정보원에서 가져온 것이지

만, 어클라이머타이즈, UNEP FI, 실무그룹은 이러한 정보의 정

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검증 없이 이 정보

를 수용했다. 우리는 본 보고서의 날짜 이후에 발생한 시장조건, 

법 또는 규정의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러한 변화, 사

건 또는 조건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할 의무가 없다.

본 문서는 현재의 데이터, 과거 추세, 가설적인 시나리오를 토대

로 예측, 예상, 또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예측, 예상 또는 결과에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실

제의 결과는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 미래제품 및 서비스개발, 시

장 및 업계 조건의 변화, 만일의 사태의 결과, 경영의 변화, 법 또

는 규정의 변화, 기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소 등, 예측이나 통

제가 불가능한 미래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클라이머타

이즈, UNEP FI, 실무그룹은 실제 결과 또는 미래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클라이머타이즈, UNEP FI, 실무그룹은 본 보고

서에 대한 제3자의 수정, 파생 연구, 방법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발간물은 출처를 밝히는 조건 하에서 교육이나 비영리 목적으

로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본 발간물에서 사용한 명칭이나 자료 제시는 국가, 영토, 도시, 지

역 또는 그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경계선에 관한 유엔환경계획

(UNEP)의 의견을 암시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된 견해는 UNEP 

의 결정이나 정책이 아니며, 상표명이나 상업적 과정을 인용했다

고 해서 UNEP가 그것을 옹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작권

Copyright ©

유엔환경계획(UNEP), 2018년 7월

본 발간물은 출처를 밝히는 조건 하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특별한 

허가없이 교육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UNEP는 본 문서를 토대로 만든 발간물

의 경우, 그 사본을 보내주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재판매나 상업적 목

적으로 본 발간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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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Finance Initiative, UNEP FI) 사무국이 조율한 세계 주요 16개 은행이 

협력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기후 관련 금융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가 발간한 권고사항을 시범운영한 결과이다. 이 협력을 통해 은행들은 TCFD의 권고사항대로 기후변

화가 기업대출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두루 적용가능한 시나리오 기반의 접근방식을 개발해 테스트 했다. 시범운영

의 실행으로서 본 과정의 결과는 TCFD 권고사항을 따르는 보다 장기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첫 걸음을 제공하고자 한다.

TCFD 권고사항은 은행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은행사업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과 어떻게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공개하도록 촉구한다. 이 기본틀 안에서 기후 리스크는 2개의 리스크 카테고리, 즉 물

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로 나눌 수 있다. 기후 리스크의 이 2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16개 은행은 

실무그룹을 구성했고, 2개의 자문기업이 도움을 주었다. 어클라이머타이즈그룹(Acclimatise Group Ltd)은 물리적 리스크와 기회를, 

올리버와이만(Oliver Wyman)과 그 자매회사인 머서(Mercer)는 전환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할 방법을 개발해 주었다. 실무 그룹은 3

개의 시나리오(21세기 말까지 세계평균 기온이1.5°C, 2°C, 4°C 증가) 하에서 기후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 테스트 했다. 물리적 리스

크의 경우, 그룹은 2°C 및 4°C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 및 관련 영향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했고, 이에 대한 발간물은 많다.

본 보고서는 물리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 변동성, 극단적인 사건 및 장기적인 기후 패턴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이다. 본 보고서는 실무그룹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물리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 평가 방법을 발간한 2부 시리즈의 2부에 해당

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 ‘지평 넓히기: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신용 리스크 및 기회 평가하기: 16개 은행 실무 그룹의 TCFD 권

고사항 시범운영 결과(Extending our horizons : Assessing credit risk and opportunity in a changing climate : Outputs of 

a working group of 16 banks piloting the TCFD Recommendations)’는 2018년 4월에 발간되었다.

어클라이머타이즈는 조언 및 분석전문 기업으로 기후 리스크 평가 및 적응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본 보고서에 개요를 설명한 방

법의 개발을 지원했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위한 널리 적용 가능하고 엄격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그룹 구성원은 사내 지속 가

능성, 신용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파이낸스팀의 적극적인 참여에 크게 의존했다.

프로젝트 소개



UNEP FI - 어클라이머타이즈86

핵심 메시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부문별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기업에 융자를 하거나 투

자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

(기상이변과 기후 리스크가 빈번하여 점차적으로 기후 패턴이 바뀜)는 보험 부문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은행의 신용 및 대출 포트폴리

오에서는 널리 평가되지 못했다. 전환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기인한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기후관련 금융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 권고사항은 공개에 관한 공통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은행 및 기타 조직들은 금융정보 공개 권고사항을 실행하

기 위한 방법론 및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본 시범 운영 프로젝트에 참가한 16개 은행은 어클라이머타이즈(Acclimatise)의 기후변화 전문가의 지원에 힘입어 기후변화가 그들

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에서 발생한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은 유엔환경계획금융

부문(UN Environment Finance Initiative, UNEP FI)이 조직하고 조율했다.

은행은 주요 신용 리스크 측정 기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 및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에 민감한 부문의 대출 포

트폴리오에서 물리적인 기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은 기후 변화 시나리오가 차입업체의 수익, 비용, 부동

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차입업체수준 및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a 및 담보인정 비율(Loan-to-Value, LTV)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본 시범 운영프로젝트의 방법에는 한

계가 있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평가는 기후 조건의 점진적 변화 및 극단적 기후 리스크(기상이변)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의 점진적 변화(예: 기온상승, 강수패턴의 변화)는 경제생산량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상이변은 물리적 손상, 시설운영 중 

다운타임, 고정자산의 생산 손실, 부동산 가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빈도 및 강도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그 영향이 

분명하므로 더 많은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점진적 변화에서 기인한 리스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상이변은 특정 위

치(예: 범람원 또는 열대 저기압지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은행은 차입 업체가 이러한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능

력이 필요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는 차입업자 세그먼트 전체의 재무실적을 점차적으로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은행은 또한 차입업체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할 수 있다. 실무그룹은 차입업체의 기

후 적응 조치 실행에 필요한 은행의 전략적 기회를 평가하는 기본 틀을 개발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및 기술제공업체와 같은 기업들

이 기후변화로 인해 시장트렌드 변화를 활용하는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후 관련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시

장이 형성되고 있다.

본 시범 운영 프로젝트는 방법 개발의 첫걸음이지만,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시범 운영프로젝트는 위치기반의 차입업체데이터에 접근하여 자산 및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후모델 및 데

이터세트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영향을 통합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융자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험상품, 보험료 및 

보험시장의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려면 분야별로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 공개와 함

께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분석 및 협업이 필요하다.

 

a.부도율은 농업 및 에너지부문에 대해서만 평가 함.

b.담보인정비율(Loan-to-value)은 부동산부문에 대해서만 평가함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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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물리적 리스크 평가

시범 운영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방법은 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의 차이를 반영

한다. 이 방법은 기후에 민감한 부문, 즉 농업, 에너지, 부동산 부문을 선택해 시범적으로 실행했다. 농

업 및 에너지 부문을 위한 방법은 차입업체의 수입과 판매비용에 미친 점진적인 기후 변화와 기상이

변의 영향을 분석하여 부도율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이 방법

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부동산가치 및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의 잠재적 변화를 평가한다.

 

기간 및 온도를 조합한 시나리오 3가지c를 고려했다. 즉, 2020년대 –2°C 및 4°C; 2040년대 –2°C; 

2040년대 –4°C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행한 동료 평가를 통하여 농업 생산

량, 작물 가격 및 전력 생산과 같은 하위 부문의 실적에 점증적으로 미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위와 같은 부문에 속한 차입업체의 수익변화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극단적 날씨 및 기상이변을 평가할 수 있었다. 부동산 가치, 

생산 및 수익 손실, 비용 증가에 대한 영향은 열대저기압, 홍수, 산불, 가뭄, 폭염의 빈도관찰에서 얻은 

세계 및 지역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2°C 및 4°C 시나리오에서 

2020 년대 및 2040년대에는 이러한 기상이변 빈도의 변화가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익, 비용, 부동산 가치 변화 추정값을 사용해 개별 차입업체 포트폴리오 및 부문 포트폴리오의 

신용리스크 변화를 평가하였다. 농업 및 에너지 부문의 차입업체의 경우, 수익 및 비용 구성요소가 

있는 등급모델(rating model)에서의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강조했고, 수정된 리스크 등급

(revised risk rating)을 계산했다. 부동산 차입업체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변화 

추정값을 사용해 담보인정 비율의 변화를 계산했다. 부문 포트폴리오에서 부도율, 담보인정 비율, 부

채 범위(debt range)를 대표하는 차입업체들의 샘플을 차입업체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결

과를 전체 포트폴리오로 외삽(적용)할 수 있다. 차입업체 샘플은 포트폴리오의 지리적 분포를 대표

하는 것이어서 기후조건의 공간적 다양성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온라인 리스크 평가 플

랫폼을 사용하여 부문 포트폴리오 전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의 한계

점과 해당 모델에서 설정한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의 품질을 향상하려면, 기상이변이

나 기후 현상과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부도율과 담보인정 비율의 확률을 심도있게 이해해야 한다.

시범운영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방법은 다양한 부문에 적용할 수 있다. 기후변수의 변화를 부문의 생

산 특성과 연계시키는 연구가 선행된다면 농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한 방법은 다른 

부문의 신용리스크 변화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다.

 
c.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2100경 지구 평균기온의 변화 시나리오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기후의 점진적 변화
부문

생산성

기상이변의

변화

판매된 제품의

수익 & 비용
부도율

부동산 가치 담보인정비율

농업 & 에너지 부문 포트폴리오

그림 0.1: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 개요

부동산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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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평가

은행이 기후 변화의 물리적 리스크에서 발생하는 기후 관련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틀이 개발되었

다. 이 기본틀에 따르면, 기회란 물리적 리스크로 인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이다. 이 기본틀은 가장 유망한 기회를 판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시장을 평가하며 은행의 제도적 

역량 및 시장 지위를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은행이 높은 시장잠재력을 지닌 분야를 파악하면 기

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기후 관련 기회의 분류체계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분류체계를 통해 기후 변화의 영향 중 일부가 이

미 발생하고 있으며, 차입업체는 금융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당면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전대비 

및 사후복구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은행은 또한 발생하기 시작하는 리스크에 대해 차입

업체가 대응하는 것을 돕고 향후 시장에서 일어날 상당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을 도와줄 제품 및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모기지 부문의 경우, 이 전에는 냉방이 필요하지 않던 지

역 에서 냉방을 위하여 주택 개량에 필요한 대출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농업의 경우, 농부들은 기

후 변화에 대응해 사업모델을 변화시켜 대안적인 작물로 바꿀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

기후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은 긴 여정이다. 시범운영 프로젝트는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앞으로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시범운영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현재는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차입업체의 재무 실적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다. 거시경

제영향, 적응비용의필요성, 정부 및 보험사의 향후조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결과, 기후가 차입업

체에게 미치는 영향의 평가는 불완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면 향후 평가의 견고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은행과 이해관계자 그룹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 및 경제 연구조사 커뮤니티와의 협력 증대는 물리적 리스크 평가의 토대인 증거기반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해야 할 핵심 분야는 기상이변과 기후 리스크가 지역에 따라 향후 어떻

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의 개선과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이다. 현재로서, 거시경제 모델링 접근방식은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추정한다. 게다가, 물리적 기후 변화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지

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줄여야 할 연구상의 격차이다.

은행이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를 보다 잘 정량화하려면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관한 개선된 툴과 

공간 모델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은행의 평가를 촉진하는 공간 리스크 분석 플랫폼(spatial risk 

analysis platform)과 같은 분석 툴이 나오고 있다. 단, 이러한 플랫폼이 차입업체 데이터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플랫폼은 차입업체의 가치사슬에 존재하

는 물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을 포함시키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문별 기후변화에 적

응하기 위해 필요한 융자에 대한 시장평가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은행, 차입업체, 정부, 보험 업계 사이의 협력 증가는 미래지향적인 공개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모

든 분야의 기업이 정보공개를 더 잘하게 되면 은행은 더 쉽게 대출포트폴리오 리스크를 평가하고 차

입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기상이변 및 점진적인 기후 변화 영향에 대

한 필수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홍수 대비 시설(flood defense), 수자원 및 

에너지와 같은 기후 관련 중요 인프라의 기준, 보험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영역에

서의 정부정책 및 기후적응에 관한 규제는 은행의 차입업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

험업계는 수 십 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의 이용

가능성 및 가격책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투명성과 협력이 모두의 의

사결정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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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2017년 금융 기관 및 기타 

기업에게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권

고사항은 많은 조직이 기후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추진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280개 이상의 조직

이 이미 이 권고사항을 지지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TCFD가 제공한 공통의 기본틀을 기반으로 하는 지침의 발전을 위한 고차원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

으며, 다양한 업계그룹이 이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시범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TCFD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리스크와 함께 물리적 리스크를 기후 관련 리스크의 두 가지  카테

고리 중 하나로 간주한다. TCFD는 물리적 리스크가 은행을 포함한 조직에게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향의 타이밍과 정도는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TCFD는 은행이 정보 공개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단, TCFD의 권고 사항

은 준수를 지시하는 규칙은 아니다. TCFD 권고사항은 1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 리스크 관리, 메트릭스(수치)와 목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그림1. 1).

 

d.  예를 들어,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과 글로벌 기후 적응 센

터(Global Centre for Excellence on Climate Adaptation, GCECA)는 2018년 5월에 ‘물리적 기후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TCFD 안내 증진(Advancing TCFD Guidance on Physical Climate Risk and Opportunities)’을 발간했다. 이 안

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www.physicalclimaterisk.com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메트릭스와 목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

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거버넌스

조직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트

릭스와 목표

그림 1.1: 기후관련 권장한 정보 공개의 핵심 요소

1.  서론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은행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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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은행들이 TCFD 권고사항의 “전략” 요소를 다루기 시작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발간

되었다. 전략요소를 다루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및 기회평가가 필요하다. 

TCFD는 조직(은행포함)이 다루어야 할 “전략” 요소 내에서 공개해야 할 3가지를 권고한다.

a.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식별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b.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 수립에서의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c. 2℃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해 여러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감안한 조직의 전략 회복력

본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하도록 은행을 돕는 첫 방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이 방법을 시범 운영한 은행들의 사례 연

구를 제공하여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실행할 때의 어려움과 이익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통찰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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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기후는 은행의 차입업체에게, 그리고 부문의 재무 실적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영향으로는 고정자산의 손실, 생산량의 변화, 공급체인의 혼란, 제품 및 

서비스 수요패턴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기후 변화는 생산성이 하락하거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거

나 또는 원자재가 희귀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운영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기업의 수

익 손실 및 대차대조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영향의 중요성은 지역, 기간, 업계부문, 개별 차입

업체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보다 간접적으로,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규제의 변화, 그리고 리스크 증가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 모두가 차입업체의 재무 건

전성과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 리스크에 영향을 줄 잠재력이 있다.

이 복잡성에 직면해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은 무척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은행은 대

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리스크 요소의 경우, 연구조사 발간물

과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처음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본 2장에서 제시하는 물리적 리스크 

평가방법은 기후 변화, 부문실적에 대한 리스크, 차입업체의 재무 리스크, 관련 신용 리스크 사이의 

연관성 평가를 통해 은행이 어떻게 이 높은 수준의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한다. 기후변

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미래의 정부정책 및 규제, 미래의 보험시장의 변화, 적응 및 회복력에 대한 투

자의 규모를 포함한 다른 요소들은 보다 불확실하다. 이러한 요소는 시범운영에서 정량화하지 않았

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은행은 이러한 요소를 정량화 할 가치가 있

다. 이러한 분야가 앞으로 더 개선되면 평가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설명한다.

시범운영은 기후 변화 시나리오 및 방법을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나리오와 방법

은 은행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델과 데이터를 토대로 은행내부의 여러 팀이 사용할 수 있

다. 이렇게 은행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는 표2.1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방법을 개발하는 접근

방식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 미래에 개선할 점도 식별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설명한다.

2.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위한 통합된 
접근방식

표 2.1: 시범운영의 경계 조건 및 이러한 영향이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에 미치는 영향

방법은 은행이 사내에서 실행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방법은 은행의 기존 데이터, 역량, 툴을 감안해야 한다.

은행은 사내에 차입업체의 ’고정자산에 대한 데이터(위치 

및 특징)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현재 스프레드시트 기 반의 툴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간적 리스크 분석(spatial risk analysis)에 최적이 

아니다.

차입업체의 고정자산에 관한 데이터와 기후 리스크를 

통합한 공간적 리스크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면 은행의 

평가를 촉진할 수 있다.

은행이 사내에서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GIS)을 사용하여 공간적 리스크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면 평가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방법 및 데이터 세트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지만, 국가 및 현지의 현실 및 

다양성도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운영은 기후 관련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고,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 해상도로서 

전세계를 다루고 있다.

특정 국가의 경우, 품질이 좋은 데이터 세트가 존재할 

수 있다. 은행은 사업을 하는 국가 에 대해 이용 가능한 

최선의 데이터 세트를 식별할 수 있다.

방법의 토대가 되는 모델 및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일부 잠재적으로 중요한 물리적 리스크는 공개적으로 

접 근  가 능 한  데 이 터  및  툴 이  부 족 하 기  때 문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예: 기업 가치 사슬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 평가).

모델, 데이터, 리스크 평가 플랫폼을 개선하여 공백을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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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데이터, 툴의 공백을 인정하면서, 핵심적인 신용 리스크 메트릭스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

후 변화 시나리오 및 방법을 사용해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기 시작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제시한 방법은 은행이 어떻게 기후 변화 시나리오가 차입업체의 수익, 비용, 부

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차입업체 수준에서의, 또 포트폴

리오 수준에서의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및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LT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설명한다. 전반적인 접근방식은 그림 2.1에 요약되어 있다.

개발된 방법은 부문별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부문별로 다르

고, 기후에 민감한 중요 부문, 즉 농업, 에너지, 부동산 부문에 대해 시범 운영을 했다. 이러한 부문

을 다시 하위부문으로 나누고 하위부문 수준에서의 기후 취약성의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보았

다. 부문 및 하위부문의 시범운영은 표2.2에 나와 있다.

표 2.2: 시범운영에 포함된 부문 및 하위부문

농업
작물 생산
목축업
목재 생산

에너지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송전
석유 및 가스 업스트림(upstream)(채굴 & 생산 분야를 의미) 석유 및 가스 
미드스트림(midstream) & 다운스트림(downstream)(액 화천연가스,가스액화 연료 
(gas-to-liquids), 정유, 석유화학 분야를 의미)

부동산 리테일 모기지(Retail mortgages) 상업용(수입을 내는) 부동산

3개의 시범 운영 부문에 대해 2가지 물리적 리스크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한 방법은 은행이 농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차입업체의 신용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방법은 판매된 제품의 차입

업체 수익 및 비용(‘매출원가(cost of sales)’라고도 함)에 미치는 기후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 부도

율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것으로, 은행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및 담보인정비율의 잠재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방법은 리

테일 모기지와 수입을 내는 상업용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부문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시범 운영한 방법은 

다른 부문들에서도 신용 리스크의 변화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기후 매개변수의 변화와 해당 부

문의 생산 특징을 연결하는 연구조사가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2.1: 물리적 리스크 방법 개요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기후의 점진적 변화
부문

생산성

기상이변의

변화

판매된 제품의

수익 & 비용
부도율

부동산 가치 담보인정비율

농업 & 에너지 부문 포트폴리오

부동산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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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사용해 현재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은행이 미래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현재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미래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물론 오늘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다르겠지만, 포트

폴리오의 변화를 모델링하려면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가정은 주관적이라서 은행들 사이의 비

교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차입업체의 현재 운영자산 일부는 미래에는 없을 것이고 새로운 자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평가하는 것은 전략적 계획 

수립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의 목적을 위해, 2020년대 및 2040년대 은행의 대출 포트폴

리오가 오늘날의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포트폴리오 수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부문 포트폴리오

의 부도율, 담보 인정비율, 부채 범위(debt range)를 대표하는 차입업체 샘플을 선택해 차입업체별

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체 포트폴리오로 외삽(적용)할 수 있다. 차입업체샘플은 기후 조건

의 공간적 다양성을 감안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지역적 분포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기존의 

온라인 리스크 평가 플랫폼을 사용해 전체 부문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것도 실행가능 할 수 있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은 차입업체의 특징에 관한 입력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차입업체에 대한 

기존의 재무 메트릭스는 출발점이자 핵심데이터 입력을 형성한다. 2.3 섹션-2.5 섹션에서 설명한 

단계를 따라 이러한 메트릭스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감안해 조정된다. 농업 및 에너지 부문의 경

우, 연간수익 및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COGS)에 관한 데이터를 차입업체의 최근 손익계

산서에서 추출한다. 차입업체의 핵심운영자산, 핵심운영자산의 위치와 생산량에 관한 데이터도 필

요하다. 후자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운영자산이 2개 이상인 규모있는 상업적 고객(commercial client)의 경우, 은행은 종종 자산위치 

및 생산량에 대한 사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보다 상세

한 공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노력과 평가의 품질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필요한 데이터 입력값은 부동산의 위치, 부동산 가치, 대출 잔액, 포트폴리오의 평균 남은 상

환기간(average remaining loan term)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 세

트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고객데이터보안에 관한 

은행 규칙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은 기상이변이 차입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줄 수 있지만, 현재 보험의 범위와 미래보

험 범위 및 가격의 변동 불확실성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했다. 보험은 기업 및 집소유자가 기상이변

과 관련한 리스크를 전가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시범운영을 위해 수행한 연구조사는 현

재 상업부문 및 지역의 보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보험이 현재 은행의 상업적 차입업체에게 얼마만큼 기상이변을 완화해 주고 있는지 전체적

인 감을 잡기가 힘들다. 미래를 내다볼 때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할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상호 연

관된 요소들이 많아서(변화하는 기후 리스크 포함) 은행의 상업적 차입업체 및 개인차입자의 보험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거에 보험회사들이 기상이변의 결과 보험범위를 축

소하거나 없애버린 예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이것은 미래에 보험시장이 기상이변의 변화에 어떻

게 대응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범운영을 위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 연

구조사는 부록B: 보험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에 요약되어 있다. 시범운영 실무그룹의 은행들은 연구

조사를 통해, 그리고 보험업계의 해당 담당자에게서, 추가적인 정보를 구했고 핵심발견 사항은 상

자 2.1에 요약되어 있다.

 

2.1. 차입업체 특징

2.2. 기상이변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요소로서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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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1: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소로서 보험 이해하기

보험을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요소로서 감안할 수 있는지 판단내기 위해 많은 은행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많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사람들과 만났다. 호주에서 은행들은 또 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호주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에도 접촉했다. 이러한 논의에서 알아낸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부보험(Under-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e은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리스크 완화 요소로서의 보험의 

효과를 줄이는 문제이다.

◼  호주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는 산불, 홍수, 사이클론이 호주에서 매년 일어나지만 많은 가정집은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를 제공했다.f 보험회사들은 호주에서 자연재해 후에도 일반적으로 20개 부동산 중 약 1개 꼴로 

전혀 보험을 들지 않으며 최대 70%의 부동산은 충분하지 않게 보험을 든다고 말한다.3 영국보험인 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영국 가정집의 64%는 자신의 집에서 산다고(임차: 36%) 말하며, “2016년, 대략 61%의 가정집이 집 건물에 대한 보

험에 돈을 쓰고 있다”고 보고해,4 영국 집 소유자의 대다수가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재산 피해(proper ty damage)에 대한 보험은 산불, 바람, 폭풍우, 우박, 홍수에 대해 가능하지만, 폭염의 영향은 가격 책정이 어

렵고 현재 대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별로 다르다.

◼  다중재해보험(multi-peril insurance)을 드는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다. 농업의 경우 재산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험을 잘 들어

놓고 있지만, 작물에 대한 다중 재해보험의 이용 가능성과 보험을 든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7년, 호주의 최대 농업 보

험회사인 IAG는 밀, 보리, 카놀라 농부들에게 홍수, 서리, 가뭄, 해충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부족에 대해 드는 다중 재해

작물 보험(multi-peril crop insurance) 상품을 판매하는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5

◼  중소기업과 같은 다른 부문의 경우, 부동산 자산(proper ty asset)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었을 수 있지만, 기업 휴업 리스크

(business interruption risk)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았을 수 있다.6 기업이 미래의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크게 겪

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보험을 드는 것은 중요한 리스크 완화요소가 될 수 있다.

◼  보험 상품의 단기적인 성격은 보험의 가격 책정은 일반적으로 단기(1년)의 날씨 예보를 본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부 지역에

서 바뀌고 있는데, 보험 업계는 예를 들어 매개변수 보험(parametric insurance)7의 개발과 같이 기후 변화와 같은 리스크에 대비

하게 해 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  보험 업계는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하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보험 대상 재산의 손실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보험인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의 폭풍 손실(windstorm losses) 조사가 있다.8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물리적 리스크 평가에 보험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

정했다.

마지막으로, UNEP FI TCFD 시범운영에 보험회사도 참여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질문 일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은행이 보험에 대해 정확한 가정을 하게 도울 것이고, 이것은 다시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보다 완전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e.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따르면, 재산에 대한 일 부보험이란 보

험 적용이 재건축 비용(rebuilding cost)의 90% 미만일 경우이다. 참조: www.moneysmart.gov. au/insurance/

home-insurance/risk-of-underinsurance. [마지막 액세스: 2018년 6월 28일]

f.  법과 경제학 센터(Centre of Law and Economics)의 Richard Tooth 박사 & George Barker 박사는 호주보험협회

를 위해 준비한 그들의 2007년 보고서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고 왜 들지 않으며 보험 트렌드는 무엇인가(The 

Non-Insured, Who, Why and Trends)’에서 호주의 770만 가정집 중에서 23%(180만)가 건물 또는 건물 내 내용물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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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세계 주요 과학 단체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9 Change, IPCC)에 따르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 30년

은 그 이전 10년 보다 더 더웠고,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웠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극지

방의 얼음 두께도 얇아지고 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으며, 폭풍우와 폭염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앞

으로 폭우도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잦아질 가능성이 높고, 폭염도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자

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바다는 계속 더워지고 세계평균 해수면도 계속 오를 것이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방법은 몇 가지 전 세계 기후 변화완화 노력을 반영하며 2040년까지 광범위한 

잠재적 기후의 미래를 탐구한다. 과거 및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향후 단기 및 중기기후 변화는 

이미 기후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고, 물리적 리스크는 이미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온실가스 배

출 시나리오 하에서 2020년까지는 물리적 리스크에 상당한 차이가 없고 2040년까지는 적은 차이

만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물리적 리스크의 정도는 주로 지금부터 배출 궤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따라 결정되고 21세기 중반부터 배출이 적을 때보다 배출이 많을 때의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의 정도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미래의 잠재적 기후를 탐구하기 위해 방법

은 기간과 온도의 3가지 조합g, 즉 2020 년대 –2 °C 및 4°C; 2040년 대 –2°C; 2040 년대 –4°C에 

대해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한다. 2°C 시나리오는 대표농도 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2.6에 해당하고 4°C 시나리오는 RCP 8.5에 해당한다(후자는 오늘날의 배출을 토

대로 한 궤도). 2020년대 및 2040년대는 각각 2025년과 2045년을 중심으로 한다.

방법은 점진적(장기) 기후변화와 기상이변(단기)으로 인한 물리적 영향을 고려한다. 점진적인 기후 

변화는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와 같이 몇 십년에 걸친 보다 장기적인 기후변화가 서서히 나타

나는 것이다. 기상이변은 급성 기후변동성이고 특정위치, 예컨대 범람원이나 열대저기압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기상이변은 종종 그 영향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미 진

행 중인 점진적인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리스크는 현재대로라면 전체차입업

체 세그먼트의 재무실적을 점차적으로 잠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점진적인 기후변화 영향은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모델의 결과를 사용해 평가한다. 2.4.1. 섹션에서 

논의하듯이, 농업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은 점진적 기후변화(예: 온도 및 

강수)가 앞으로 어떻게 부문의 생산성(예: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한 기후변화 영향연

구 발간물을 토대로 한다.

기상이변의 영향은 온라인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사용해 평가한다. 방법은 은행들에게 최대 공간 해

상도로 기상이변 분석을 수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차입업체의 고정자산이 있는 특

정 위치에 대해 수행한다. 방법에서 다룬 기상이변은 사이클론, 홍수, 산불, 가뭄, 폭염이다. 부문과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상이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가뭄과 폭염은 부동산 부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기상이변에 대해 지도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 포털이 여럿 있다.h 단, 이러한 

포털에는 한계점이 있다(상자2.2 참조).

 

 

g. 산업시대 이전에 비해 2100년의 세계 평균 기온의 변화

h.   프린스턴 기후 분석(Princeton Climate Analytics)의 가뭄 리스크 분석 외에 UNEP GRID 글로벌 리스크 데이터 플랫폼, 

ThinkHazard! (재해저감복구국제기구(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GFDRR)가 개발)의 공

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 상업용 툴인 Swiss Re CatNet®이 있다.

2.3. 기후 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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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데이터는 현재 및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해 기상이변 빈도i를 나타낸다. 기상이변의 미래 

영향을 평가하는 출발점은 과거 기록을 토대로 현재(기준)의 주기(return period) 또는 빈도를 조사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연구조사와 모델을 이용해 이 주기 또는 빈도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를 추

정한다. 아래의 상자 2.3은 프린스턴 기후 분석(Princeton Climate Analytics)이 이 시범운영을 위

해 개발 한 가뭄 리스크 자료를 보여준다. 이 자료의 독특한 점은 현재(기준) 및 미래 기간에 대해 비

교적 상세한 공간 규모로 공간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래 기후시나리오 하에서 다른 종류의 

기상이변의 주기 또는 빈도에 대한 공간 데이터는 공개적인 데이터 포털에서 이용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발간된 연구조사를 토대로 국가 수준에서의 추정을 해야 한다.

 

 
i. 빈도는 주기의 역이다. 즉, 빈도 = 1/주기

상자 2.2: 기상이변 분석의 한계점

홍수나 사이클론 같은 일부 종류의 기상이변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포털 사이트들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주기를 보여

주는 지도를 제공한다(예: 25년, 50년, 100년, 200년 주기의 홍 수 지도). 현실에서는, 다른 기상이변 주기도 있다(예: 홍수 

주기 26년, 27년, 28년 등). 즉,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전체 기상이변 분포 중에서 제한적인 수의 주기만 샘플링하고 있다. 기

상이변 분석의 또 다른 한계는 데이터 포털이 일반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기상 이변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아래 상자 2.3에 설명된 프린스턴 기후분석(Princeton Climate Analytics)은 예외).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높

은 수준의 추정은(high-level estimates)은 광범위한 세계 지역이나 국가 전체를 다룬 문헌 발간물에서 식별했다.

은행이 보다 견실한 기상이변 평가를 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개선점의 제안은 5장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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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3: 프린스턴 기후 분석(Princeton Climate Analytics, PCA) 세계 가뭄 리스크 자료

 
저술: 프린스턴 기후 분석

프린스턴 기후 분석(PCA) 가뭄 리스크 자료는10 
b첨단의 세계 수문학(hydrological) 모델링 및 기후 모델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다. 

이 지도 기반의 자료는 기준(‘과거’) 및 미래의 가뭄을 다양한 기간으로(1-3개월,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이상) 다룬다. 가뭄 지

도는 ‘주기’(년) 또는 연간 빈도’(%)로 제시된다. 프린스턴 기후 분석(PCA) 자료는 시범운영 참여 은행들이 사용해 농업 부문 차입업

체들에 대한 가뭄 리스크를 분석했다.

기준(과거) 가뭄 리스크 자료는 1950-2016년까지 기간의 토양 수분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다. 데이터 세트는 변수침투능(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VIC) 지표수문학 모델(land surface hydrological model)을 사용해 개발했고, 모델은 높은 공간 및 시간 해

상도(0.25도 위도-경도, 매일)에서 1950-2016년 기간에 적용했다. 모델 시뮬레이션은 육지에서의 기후 관찰과 세계 인공위성 자료, 

첨단 세계 식물 분포 및 토양 특성 데이터세트를 결합한 최신 버전의 프린스턴 세계 입력(Princeton Global Forcing, PGF) 데이터 세

트의 과거 기후 자료를 입력했다. 가뭄은 월간 평균 토양 수분을j 토대로 주어진 위치에서의 토양 수분이 10퍼센타일 아래로 떨어질 때

로 정의한다. 여러 가뭄 기간(1-3개월,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이상)에 대한 리스크는 기준 기간의 가뭄 빈도를 토대로 추정한다.

미래 가뭄 리스크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최신 5번째 평가보고

서(Assessment Report, AR 5)를 지지하는 접합 대순환 모델(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 하

에서 실행한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의 최신세트를 토대로 한다. 미래의 가뭄 리스크는 2가지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해 여러모델의 평

균(multi -model average)으로서 추산한다. 총 15개의 기후 모델을 고려하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토양수분 데이터가 이용가능하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방법에 알맞게 고려한 미래의 시나리오는 대표 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2.6

과 8.5이다(즉, 2°C 및 4°C 시나리오k). 미래 리스크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2개의 미래 기간, 2020년대와 2040년대에 대해 정의된다.

그림 2.2: 기준(과거) 가뭄 빈도, 가뭄 지속기간 4-6개월에 대한 주기를 보여줌. 컬러 코드 척도는 1년(진한 파랑) - 100년(진한빨강)의 주기를 표

시한다.

 

j. 가뭄을 정의하는 방법은 많다. 일부 지역은 지극히 건조해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추정의 민감도가 덜할 것이다.

k. 산업시대 이전에 비해 2100년의 세계평균기온 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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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40년대 4°C 시나리오에 대한 가뭄 빈도, 가뭄 지속 기간 4-6개월에 대한 주기를 보여줌. 컬러 코드 척도는 주기 1년(진한 파랑)-50

년(진한 빨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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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 방법은 기후 변화가 차입업체 수익 및 매출원

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도율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그림2.4).

 

2.4.1. 부문 생산성의 변화 평가

점진적 기후 변화는 부문의 생산성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온, 강수, 기타 관련 변수들

의 변화는 많은 종류의 경제 활동의 생산성 및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

소의 냉각수로 쓰이는 물의 온도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력발전소의 경우, 강수, 증발, 눈/빙하 녹음의 변화는 강의 흐름, 저수지 유입량, 그리고 궁극적으

로 전력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델링 연구는 점진적 기후 변화가 전세계 많은 화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의 생산성을 낮출 것이라고 시사한다.11

점진적 기후 변화가 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동료 검토를 거친(peer-reviewed) 문헌을 토

대로 추정한다. 발간된 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활용하여, 방법은 점진적 기후 변화와 앞으로 농업 및 

에너지 부문의 하위부문 생산성에 일어날 변화를 연결시킨다. 발간된 평가를 사용해 세계의 지역 및 

국가에 대한 하위부문 생산성 변화를 추정한다. 기후 모델과 부문 영향 모델에 내재된 불확실성 때

문에 생산성 변화 추정값은 종종 양의 값에서 음의 값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난다. 방법은 은행이 

보수적인 ‘최악의’ 변화(즉, 최대 생산량 손실)가 발생할 때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라고 권

고한다. 점진적인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예가 상자2.4에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손실은 경험적 증거에서 추정한다. 농업의 경우, 방법은 기상이변 종류

에 따라 일반적인 생산량 손실 비율을(예: 가뭄 후 작물 손실 비율) 높은 수준에서 추정한다(high-

level estimates). 에너지 부문의 경우, 기상이변의 영향은 전력 생산이 멈추는 일반적인 ‘다운타임

(downtime)’으로 표시된다(예: 사이클론 후발전소의 다운타임). 완전히 멈추지 않고 ‘다시 정상운

영으로 돌아간’ 경험적증거가 있는 경우에는(예: 화력발전소가 냉각수가 부족할 때 전기 생산을 줄

이는 경우), 다운타임과 동등(downtime equivalent)으로 표시한다.

2.4. 기후 변화가 부도율 에 미치는 영향

그림 2.4: 농업 및 에너지 부문 부도율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 방법 개요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농업 & 에너지 부문 포트폴리오

부문 생산성 수익 & 매출원가 부도율

점진적 기후변화

기상이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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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4: 점진적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량 및 상품(commodity) 가격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또는 생산량은 기온과 강수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농업 부문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결정 

하려면 기후, 작물, 경제시스템 사이의 상호관계를 평가하는 일련의 모델을 통합해야 한다.

점진적 기후 변화로 인한 앞으로의 생산량 및 가격 변화에 관한 연구를 사용해 업계의 하위부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세계 

농업 모델링 커뮤니티가 실시하는 농업 모델 상호비교 및 개선 프로젝트(Agricultural Model Intercomparison and Improvement 

Project, AgMIP)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조사는 기후 변화가 4가지 작물(거친 곡물(coarse grains), 오일 시드(oil seeds), 밀, 쌀)의 

각 총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이러한 4가지 작물은 함께 세계 곡물 수확 지역의 대략 70%를 차지한다.12 이 연구 조사는 2050

년의 4°C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생산량의 변화(YTOT) 및 가격(PRICE) 추정값을 제공 한다(그림 2.5의 미국 예 참조).13 결과는 

4가지 곡물 상품(commodity)의 합 모두 생산량은 기후 변화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감소의 중간값은 최대 25%이다. 

이에 상응하여 상품(commodity) 가격은 기후 충격의 시장 가격 영향을 반영하여 오를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2.5: 2050년 4°C 시나리오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4가지 곡물(쌀, 밀, 거친곡물, 오일시드)의 각 총합의 생산량(YTOT) 및 가격(PRICE) 변화 

추정값: 미국의 국가 수준의 결과. 세계의 기타 지역 및 국가의 결과도 이용가능.

 

RIC = 쌀, WHT = 밀, CGR = 거친 곡물, OSD = 오일 시드

YEXO=외생 생산량(exogenous yield); YTOT=내생 생산량(endogenous yield); AREA=수확된 면적; PROD=생산량; 

TRSH= 기준 시나리오 생산량에 비해 2050년 순수입의 변화; CONS = 총 수요; PRICE= 생산자 가격. 

변수들은 기준 시나리오(기후 변함 없음)에 대한 2050년 4°C 시나리오(대표농도경로(RCP) 8.5)의 퍼센트 변화로 표시된다. 두꺼운 검은색 선은 변

화의 중앙값을 나타낸다. 상자는 첫 번째 및 세 번째 4분위수를 나타낸다. 위스커(whisker)는 결과의 5-95% 간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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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손익계산서 메트릭스 조정

다음 단계는 앞으로 하위부문의 생산성에 미칠 기후 관련 영향을 차입업체의 수익 및 매출원가

(COGS) 조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점진적인 기후 변화가 하위부문 생산성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차입업체 수익의 변화로 이어질 것

으로 추측된다. 간소화한 가정으로서, 기후변화 영향 모델의 특정지역/국가 내 업계 하위부문의 생

산성 및 가격 비율변화는 해당 세계 지역/국가 내 업계 하위부문의 모든 차입업체의 연간수익에서 

동등한 비율변화로 해석된다고 가정한다. 농업 부문의 경우, 점진적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한 수익의 

변화 계산에서는 생산성(생산량) 및 가격의 변화가 감안된다. 그래서, 농업 생산자의 생산량 감소가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상쇄되는 경우, 수익의 전반적인 비율 변화는 적을 수 있다. 에너지 부문의 경

우, 규제받는 기업은 가격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반면 규제받지 않는 기업의 수익은 주

로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공급과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간소화한 가정으

로서, 방법은 가격 변화는 감안하지 않고 오직 생산성의 변화만 고려한다.l

앞으로의 기상이변이 다운타임(downtime) 및 생산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수익의 변화로 해석된다. 

현재와 비교해 미래의 기상이변 빈도의 변화를 생산 손실에 관한 경험적 데이터와 결합하여 미래수

익에 대한 해당영향을 평가한다. 생산의 비율 변화는 연간 수익의 동등한 비율 변화로 해석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

기상이변 후 매출원가의 변화는 수익 변화에서 추론한다. 재난 리스크 모델링 전문가(risk modeling 

experts, RMS)의 수요 폭증 모델과 경험적 증거는 기상 이변후 업계 하위부문의 수익 변화와 매출

원가(COGS) 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상자 2.5 참조). 이 관계는 대략 선형적이

다. 이 관계를 모든 기상이변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관계는 기상이변으로 수익은 떨어지지만 비

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비용에 대한 ‘수요 폭증’ 효과는 재건 복구재료, 노동,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l.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는 전환 리스크 원인으로 인한 전기 및 연료 가격 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UNEP FI, 올리버

와이만(Oliver Wyman), 머서(Mercer)의 이 시리즈 첫 번째 보고서 ‘지평 넓히기: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신용 리스크 및 기

회 평가하기: 16개 은행실무 그룹의 TCFD 권고사항 시범운영 결과(Extending our horizons: Assessing credit risk and 

opportunity in a changing climate : Outputs of a working group of 16 banks piloting the TCFD Recommenda-

tions’) 참조).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가격 변화의 원인이 예컨대 발전(power production)에서물의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물리적 리스크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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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5: 수익 변화와 매출원가(COGS) 변화 사이의 관계 평가

저술: 로렌스 카터(Laurence Carter), 리스크 모델링 전문가(RMS)

리스크모델링전문가(RMS)가 금융기관용으로 ‘가뭄 스트레스 테스트 툴(Drought Stress Testing Tool)’을 개발했다.14 

툴 개발의 일환으로, 리스크모델링 전문가(RMS)는 일련의 수익 요소 및 매출원가(COGS) 요소를 개발했다. 이러한 요소

는 어떤 위치에서 겪는 가뭄 위험성의 수준과 해당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겪는 수익 감소 및 비용 영향을 연결

한다. 이러한 요소는 툴 내에 포함된 모든 업계 하위부문, 지역, 가뭄 시나리오에 대해 개발되었다. 각 요소에 대해 설정되

는 값은 지역에서 겪는 가뭄의 수준, 업계 하위부문, 지역의 취수(물 공급) 원천종류, 기업이 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운송 채널에 따라 정해진다.

수익 요소와 매출원가(COGS) 요소는 원래는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둘은 모두 가 뭄의 정도와 연결되어 있다. 수

익 요소와 매출원가 요소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negatively correlated relationships)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대략적

으로 선형적으로 드러났다.

선형 관계의 매개변수는 분석 대상 업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극도의 가뭄 조건 하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에

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수익이 심하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석유 기업은 수익 하락

과 더불어 채굴 비용의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 다양성은 각 업계 하위부문의 선형적 관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계

수에 반영되어 있다.

평가에는 차입업체가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감안되지 않는다. 

기후변화가 부문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들에는 기후 적응 조치가 감

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는 순수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낸다. 차입업체의 적응 

조치는 수익과 매출원가에 미치는 기후관련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포함해, 

향후방법을 사용하면서 개선할 점이 5장에서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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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6: 실무그룹 은행의 통찰 - 농업 고객과 함께 기후 리스크 관리하기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 특히 농업과 같은 기후에 민감한 부문의 고객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앞

으로의 고객 신용 리스크 프로필과 대출 포트폴리오에 생길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액세스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날씨 및 기후 정보는 농부에게 결정적이고 은행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날씨 및 기후 정보가 있

다면 은행은 고객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다. 

농장의 가뭄 대비 및 적응 활동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농부들이 가뭄을 겪는 동안 농업을 잘 관리하

게 해주고 가뭄 후에도 빨리 회복하게 해준다. 특히, 4°C 기후 시나 리오, 즉 현재의 배출 수준이 유지될 때의(business-

as-usual, BAU) 기후 시나리오 하의 예상은 가뭄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이 거의 확실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뭄 동안, 농업과 같은 부문을 돕기 위해 종종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 여기에는 재무 상담, 물 관련 효율성 조치를 위

한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채무 조정, 그리고 가뭄 동안 농부들을 돕기 위한 추가 대출 측면에서 기꺼이 

도움을 제공 할 것이다. 가뭄의 결과, 많은 농부가 농장생산성 및 실적에서 상당한 변동성을 겪지만, 대 부분의 경우 관리가 

잘 된 고객은 변동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부채 수준에서 수익성 있는 생산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심한 가뭄이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재무 실적이 실현되는 18개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2.4.3. 부도율의 변화 판단

수익 및 매출원가(COGS)의 변화 추정값을 사용해 개인 차입업체와 부문 포트폴리오의 신용 리스

크 변화를 평가한다. 이 과정은 수익 및 비용구성 요소를 가진 은행등급 모델의 요소/비율에 스트레

스를 가하고(stressing factors/ratios)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수정된 리스크 등급을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은 각 기간(2020년대 및 2040년대) 및 기후 시나리오(2°C 및4°C)에 대해 실행한다. 부

문 포트폴리오를 대표하는 차입업체 샘플을 추출해 차입업체별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전체 포트폴

리오로 외삽(적용)한다. 부문 포트폴리오 전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급 모델에서 수익 요소 및 매출원가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물론, 등급모

델에서 차입업체의 관리(예: 물리적 기후 리스크 관리 관련)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수정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실용적인 이유로, 이러한 요소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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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 방법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및 담보인정비율의 잠재적 변화를 평가한

다(그림2.6 참조). 부동산 평가 방법은 리테일 모기지(retail mortgages)와 수입이 창출되는 부동

산(income-producing real estate, IPRE)에 적용할 수 있다. 수입이 창출되는 부동산(IPRE)의 

경우, 간소화된 가정으로서, 기상이변이 차입업체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예: 임대소득손실)은 평가

에 감안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방법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대출을 하

는 사람은 다른 소득원이 있고, 이것은 분석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다.

 

 

 

2.5.1. 기상이변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부동산 가치는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허리케인(바람으로 인한 피

해 및 홍수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연구조사 발간물에서는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주택들은 이

후 일반적으로 4년 동안 평균시장 가격에 비해 가치가 떨어짐을 보여준다.15-16 문헌에서는 또한 산

불의 영향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후 판매 가격이 하

락한다.17

부동산 소유자의 리스크 인식, 보험 가격, 보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가 부동산 가치

와 기상 이변에 대해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업데이트 된 홍수 리스크 지도상의 

‘위험에 처한(at-risk)’ 지대 표시는18 사람들이 해당 위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게 하면서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9 주택거주자의 리스

크 성향(risk preferences)도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사는 결정에 한 몫 한다(예: 해안

지대 또는 녹지공간). 이러한 곳이 위험이 높다 해도 지금까지 재난을 당하지 않은 한 선택을 할 수 

있다.20 동일한 지역 내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부동산은 영향을 받은 부동산에 비해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유지관리 및 개선작업을 거친 부동산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예: 홍수에 대한 회복력 개선).21 경험적 증거를 사용해 부동산 평가 방법에서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변화 에 대해 높은 수준의 추정값(high-level estimates)을 제공한다. 

증거는 기상이변을 겪으면 부동산 가치가 5%-20%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홍수 리스크

지도/지역, 보험료, 또는 보험이용 가능성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는 방법에

서 제외된다. 부동산 가치는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시장조건, 위치, 부동산의 크기, 임대소득과 

같은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은행은 자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부동산의 가치가 과거 기상이변

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자체 분석하여 높은 수준의 추정값(high-level estimates)을 정

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상자2.7 참조).

부동산이 기상이변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 가치는 변함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미

래 부동산 가치를 변하게 하는 다른 원인들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단순화한 가정으로서, 다른 요소

들은 오늘날의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한, 기존 부동산(building stock)에 변경을 가하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하고, 새 건물을 지을 경우의 날씨 관련 설계기준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기상이변의 변화

부동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가치 담보인정비율

그림2.6: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 방법의 개요

2.5. 부동산 : 기후 변화가 담보인정비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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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7: 포트폴리오별 부동산 가치의 변화 추정값 계산

은행은 관찰된 기상이변과 자사 포트폴리오의 담보인정비율의 변화를 연계시키는 자체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시범운영에 적용한 부동산 가치 변화의 높은 수준에서의 추정값(high -level estimates)은 특정 위치의 부

동산에 영향을 준 기상이변의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르므로 이 차이가 기상이

변에 따른 부동산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 자사 포트폴리오별 과거 기상이변의 증거를 사용

해야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5장에서 자세히 논한다.

2.5.2. 담보인정비율의 변화 판단

부동산 가치 변화의 높은 수준에서의 추정값(high-level estimates)은 기상이변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식별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수정된 담보인정비율(LTV ratios)을 계산한다. 2°C 시나리

오 및 4°C 시나리오(2.3 섹션) 하에서 기상이변의 앞으로의 주기에 관한 데이터는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모기지 기간동안 부동산이 기상이변을 겪을 확률인 ‘조우확률(encounter 

probabilities)’로 변환된다. 은행은 자사 리테일 모기지 및 수입이 창출되는 부동산(IPRE) 포트폴

리오의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할 것이다. 그 다음, 각각의 기상 이변의 조우확률에다 부

동산 가치 변화의 높은 수준에서의 추정값(high-level estimates)을 곱하고, 그 결과를 더해 모

든 해당 기상이변 전반에 걸친 각각의 기후 시나 리오 및 기간에 대한 ‘부동산 가치 리스크’를 계산

한다. 마지막으로, 원래의 부동산 가치를 ‘부동산 가치 리스크’로 조정해 최종 담보 인정비율(LTV 

ratios)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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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동안, 실무그룹의 각 은행은 물리적 리스크 평가방법을 최소한 1개 공동개발하고 실험했

다. 본 3장은 많은 은행이 얻은 결과, 발견사항, 교훈을 제시한다. 일부 사례 연구는 직접적으로 은

행 이름을 언급하고, 일부는 은행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은행들은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을 실험하고 나서 많은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 혜택으로는 은행 전

반의 전문가 팀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각도에서 기후 변화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출 포

트폴리오의 잠재적 리스크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금융기관의 역량 구축

활동은 은행이 기후 변화가 제기하는 리스크에 보다 견실하고 증거에 기반한 반응을 하도록 돕는다.

은행은 또한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을 시범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문제로는 평가 전 은

행 수준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노동 집약적인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부족 등이 있다. 또, 일부 위

치 및 기후 매개 변수의 경우, 상세한 정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해결책을 찾

았고 이에 대해 5장에서 자세히 논한다.

 

3.  접근방식 실행                       : 은행의 시범운영에서 
얻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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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서론

시나리오 기반의 농업 물리적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의 시범운영은 해당 모델 제작자, 분석가, 

해당 주제 신용전문가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 은행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농업 및 임업분류 체계를 사용했다. 즉, 주로 생산만 고려했다.

분석의 목적은 전반적인 농업 포트폴리오의 부도율(PD)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다. 점진적인 기후 변화 

및 점점 더 잦아지는 기상이변이 부도율(PD)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부도율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다.

농업의 특징은 상품(commodity) 가격이 종종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고, 또 계절에 따른 날씨 조건

이 생산량의 주요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수익이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의 기후 리스크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날씨 및 기후 리스크 요소는 스트레스 테스트

를 하려는 기준 포트폴리오 부도율(baseline portfolio PD)에 이미 감안되어 있는, 농업에 언제나 

존재하는 요소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했다.

3.1.2. 대표적인 차입업체 샘플 분석하기

이 은행의 농업 포트폴리오에는 넓은 지역과 다양한 상품(commodities)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작물 및 기후 데이터는 최근에야 방대한 공간 규모로 이용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테스트에

서는 농업활동 및 지리적 위치, 둘 모두를 대표하는 샘플을 토대로 전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수행

했다. 분석을 완성할 데이터 소스는 고객수준 및 상품(commodity) 수준의정보에서 부터 대규모 국

가 수준(large-scale country level)의 기후 변화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다(그림3.1 참조). 포트폴리

오를 대표하는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했다.

3.1. 은행 #1 사례 연구 : 농업

그림 3.1: 다양한 공간 규 모 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지방(주, 도) 군 우편번호 고객 여러 종류의 생산

          국   가

지방 1

지방 2

지방 3

지방 4
상품

(COMMODITY)

지방 5

지방 6

지방 7

미래 생산량

예   보 과거 역사 재무 데이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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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샘플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 사업대출(productive loan)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 부도율(PD)을 알아낸다.

◼  이 포트폴리오를 상품(commodity)/작물 종류로 나누어 검토 및 이것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

중한다. 이 가중을 토대로 상품/작물 종류당 얼마나 많은 고객을 선택할지 결정한다. 최소한 총 

20명을 선택한다. 10% 이상 가중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상품/작물 종류를 포함시킨다(그림

3.2 참조).

◼ 각 상품/작물 종류 내에서 지리적 위치별로 총 포트폴리오의 분포를 알아낸다.

◼ 각 상품/작물 종류 내에서 은행 내 고객의 일반적인 부채를 알아낸다.

그림 3.2: 상품/작물 종류별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대표 샘플의 크기 결정

 

상품/작물 종류별 노출 5대 상품/작물 종류
각각의 상품/

작물 종류에 대해:

#차입업체

육우 7 ◾  지역별 분포를 알아

낸다.

◾  등급과 부채 규모 기준

으로 일반적인 고객을 

알아낸다.

곡물 5

양 & 양모 4

과일 & 견과류 2

우유 2

총계 20

3.1.3. 샘플 스트레스 테스트

점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은 영향으로 인해 특정 위치의 생산량에 변화가 

오고, 전세계 공급 및 수요의 결과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한다. 기상 이변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상 이변 빈도의 변화를 가정하고, 기상이변 1회는 수익에 한 번의 영향을 초래한다고 가정한다. 민

감도는 빈도의 증가 가능성 및 빈도증가로 인한 수익의 영향평가를 포함한다.

점진적인 기후 변화 및 기상이변 빈도 증가에 대한 상품(commodity)별 생산량 및 가격의 변화 예

상은 어클라이머타이즈(Acclimatise)의 동료 검토를 거친 과학 논문에서 얻었다.

각 고객의 경우, 고객 자산 각각의 위치에 대해 과거 데이터와 예상되는 변화를 알아내었고, 점진적

인 기후 변화 및 기상이변의 영향, 둘 다 고려했다.

다음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 기준(baseline) 기상이변 조건을 결정했다.

◼ 폭풍우/싸이클론/홍수, 화재–UNEP 글로벌 리스크 데이터 플랫폼m

◼ 폭염–재해저감복구국제기구(GFDRR)의 Think Hazardn

◼ 가뭄–프린스턴 기후 분석(Princeton Climate Analytics).

스위스 리(Swiss Re)의 CatNet®o및 뮤닉 리(Munich Re)의 NatCatSERVICEp도 좌표 수준의

(coordinate level) 공간 규모에서 좋은 데이터 소스다.

 

m. preview.grid.unep.ch/index.php?preview=map&lang=eng

n. thinkhazard.org/en/

o. www.swissre.com/clients/client_tools/about_catnet.html

p. www.munichre.com/en/reinsurance/business/non-life/natcatservice/index.html

육우

곡물
우유

양 & 양모
과일 &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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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세그먼트 스트레스 민감도

고객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 다음 은행1은 이것이 자사 등급 모델의 고객 부도율(PD)을 계산

하는 데 사용된 변수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은행1은 농업비용을 포함해 다른 모

든 요소는 변함없이 유지했다.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 농업기업은 비용을 조정하지만 스트레스 테스

트를 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고, 물리적 리스크 평가방법에서는 기후적응조치(비용조정 등)

는 제외된다. 민감도를 완성할 때 조정된 재무비율(financial ratios)은 수익 및 수익성과 관련된 것이

다.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았고, 기상이변의 결과 변화하는 모든 요소들은 조정했다. 예컨대, 생산수익

손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또는 대출상각(loan amortization) 재조정에 필요한 융자의 증가 등이었다.

기상이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물 손실 및 가축 손실을 포함했다. 그러나 

공장, 장비, 인프라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것은 대개 은행이 대출 승인의 일환으

로써 요구하는 고객의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5. 부문 포트폴리오 결과/발견사항

점진적 기후 변화는 2020년대 2°C 및 4°C 시나리오에서는 -6%에서 -12%까지 대표적인 고객의 

수익에 영향을 주었고, 2040년대 4°C 시나리오에서는 -12%에서 -22%까지 이르렀다. 기상이변의 

빈도 증가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기상이변 누적을 토대로 할 때 수익에 약

1%의 영향을 미쳤다.

표 3.1은 위의 수익 영향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부도율(PD) 프로필은 2020년대 2°C 및 4°C 

시나리오와 2040년대 2°C 시나리오 하에서 악화되지만, 포트폴리오 평균 등급은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40년대 4°C 시나리오의 경우, 부도율은 1.1배-1.5배로 더 크게 높아졌고, 평균 포트

폴리오 등급은 한단계 하락하며 악화되었다.

표 3.1: 대표적인 샘플 그룹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 결과. 부도율(PD) 단계는 신용평가 

기관의 영문자와 숫자로 표시하는 등급과 동일하다 

업계
2020년 시나리오 2040년대 시나리오

2°C & 4°C 2°C 4°C

혼합 농업 1 단계 1 단계 2 단계

곡물 <1 단계 <1 단계 <1 단계

면화 1 단계 1 단계 2 단계

원예 1 단계 1 단계 1 단계

소고기 <1 단계 <1 단계 <1 단계

유제품 1 단계 1 단계 1 단계

기타 1 단계 1 단계 2 단계

총 포트폴리오 <1 단계 <1 단계 1 단계

참고: 고객의 부도율(PD) 프로필이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전반에서 하락하지만 등급을 한단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 경우, 위에서‘ <1단계’로 기록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교정은 대표적인 샘플의 부도율(PD) 영향을 해당 세그먼트의 나머지고 객들에게 적용

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세분화에 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는 세그먼트의 경우, 예를 들어 혼

합 농업의 경우, 은행1은 가축 50%, 작물 50%로 구성된다고 가정했다. “기타”로 표시된 포트폴리

오도 마찬가지 구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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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교훈, 문제, 앞으로 나아갈 길

농업은 일반적으로 회복력이 있는 업계이고, 기상이변 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다. 과학 연구조사는 

이러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사한다. 기업식 농업이 폭풍

우, 홍수,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반복될 때의 비용과 낮아지는 생산 수준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조사는 기상이변 당연간 최대 50%의 수익 영향을 시사하

고 있으며, 12개월 기간에 둘 이상의 기상이변이 가능하다.

장점

시범운영으로 은행은 과학계 및 정부기관 리더들과 연결되고, 기후 리스크가 국내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가 증진되었다.

이 분석은 은행 고객들과 기후 변화의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대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첫 걸음이다.

문제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기후적응조치가 감안되지 않았지만, 농업은 기후에 따라 재배방식을 바

꾸는 좋은 예이다. 농업에서 재배되는 상품(commodity)은 세계의 수요에 따라 바뀌며 가격은 공

급에 따라 결정된다.

다각화되고 여러 지역을 포함하는 은행포트폴리오 또한 기상이변이 개별고객이나 지역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완화시킨다. 특정업계나 지역에 집중된 은행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불확실성과 공백 

많은 데이터 공백이 존재한다. 역사적인 기상이변에 대한 기록도 부족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관해 

유의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세한 예상도 없다. 이 시범운영의 장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구가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존재하게 되었다.

앞으로 반복 이용하기 위해 개선할 점

보다 세분화된 공간 규모로 그리고 보다 짧은 주기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지면, 고객위치를 토대로 기후영향 및 생산영향을 견실하게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수의 역사는 고객의 농장기준으로 알 수 있지만, 생산영향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모델링 및 이용 가능 데이터에서는 기상 이변, 특히 갑작스런 가뭄q 및 장기 가뭄

의 영향을 과소평가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분야의 추가 연구조사도 유용할 것이다.

q. 빠르게 시작되는 가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journals.ametsoc.org/doi/abs/10.1175/ BAMS-D-17-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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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서론

농업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본 사례 연구에서는 이타우 우니방코가 시범운영의 평가 방법을 

실제 적용해 기후변화 관련 물리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방법은 UNEP 

FI가 조율하고 어클라이머 타이즈(Acclimatise)가 협력한 16개 은행의 국제실무 그룹 안에서 개발

되었다.

3.2.2. 방법

이 방법은 특히 농업 부문의 기후 변화와 관련한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농업 활동이 기후 변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방식이 2가지라고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 기온, 강수 패턴,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련 변수들의 점진적인 변화가 

농업에 영향을 끼친다. 이 영향의 규모는 세계적이고 그러므로 생산 및 해당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

으로써 기업식농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변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종류의 리스크에서 각각의 작물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지역의 사탕수수 생산은 고이아스(Goiás) 

지역의 사탕수수 생산과 다르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또한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범 운영을 위해 5가지 기상이변을 

선택했다. 즉, 사이클론, 가뭄, 폭염, 홍수, 산불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적인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그

러므로 생산량 및 생산 비용을 변화시킴으로써 농업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리스크에서 동일한 지역의 각각의 작물은 기상이변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지역의 가뭄은 유칼립투스 생산보다 옥수

수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개발된 툴은 다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기후 시나리오 확립. 이 경우, 2가지 기후 시나리오(2°C 및 4°C)를 고려하고, 2가지 기간(2025년

을 중심으로 한 2020년대, 2045년을 중심으로 한 2040년대)을 평가했다.

2.  점진적 기후 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 리스크에 직면해 일부 지표(생산량, 가격, 비용)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참고문헌을 통해 검증. 연구 대상 시나리오, 활동,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샘플 기업들의 신용 품질이 지표(indicator)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평가. 즉, 다른 모

든 요소는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연구 대상 요소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한다.

4. 이 샘플의 결과를 은행의 농업 분야 포트폴리오 전체로 외삽(적용)한다.

3.2.  이타우 우니방코(ITAU UNIBANCO) 사례연구: 농업 부문의 물리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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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방법 적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타우는 은행의 여러 영역이 참여해 모든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도록 했다.

1. 사회환경 리스크 영역. 방법의 검증 및 다른 영역들과의 조율 담당

2. 지속 가능성 영역. 실무그룹 참여 활동 담당

3. 포트폴리오 관리 영역. 데이터 수집 담당

4. 신용 영역. 고객의 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담당

5. 상업 영역. 농업 부문의 기술적인 측면(technical aspects) 담당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해 이타우 우니방코는 은행의 기업 부문에서 약 130개의 농업 생산기업 고객으

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선택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단기 운영에 집중된 대략 40억 헤알(R$)의 리

스크를 대표한다.

이러한 고객의 모든 활동은 브라질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마투그로수(Mato Grosso), 미나

스제라이스(Minas Gerais), 바이아(Bahia), 상파울루(São Paulo), 토칸칭스(Tocantins), 고이아

스, 이러한 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의 활동은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생산은 콩, 옥수수, 사탕수수, 가축이다. 중요한 점으로는, 대

부분의 고객이 2가지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 분석을 위한 샘플 선택을 위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2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신용품질이 좋은 고객이다. 두 번째 그룹은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고객이다. 그룹분류 기준은 신용

전문가의 주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래에 열거된 기준을 적용해 14개 고객으로 구성된 샘플을 만들고(그룹1에서 10개 고객, 그

룹2에서 4개 고객), 본 연구를 위해 선택된 130개 고객 포트폴리오의 대표로 삼았다.

1. 가장 큰 신용 노출을 대표하는 고객.

2. 포트폴리오와 가장 관련이 깊은 주를 대표하는 고객. 가능하면 모두 포함.

3. 포트폴리오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작물을 대표하는 고객. 가능하면 모두 포함.

4.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신용 품질(서로 다른 등급)을 지닌 고객들로 구성.

표 3.2는 샘플을 구성하는 고객 정보를 보여준다.

표 3.2. 샘플에 선택된 고객의 특징

고객 등급(S&P)
리스크

(백만 헤알)
운영 주

(state) 수
작물 종류 수

고객 1 BBB 391.8 1 5

고객 2 BB+ 129.3 1 3

고객 3 BBB 115.5 1 2

고객 4 BB- 112.3 1 2

고객 5 BB 108.7 1 4

고객 6 BB- 107.6 1 3

고객 7 BB 84.1 1 3

고객 8 B 55.7 2 4

고객 9 BB- 55.3 1 2

고객 10 B 44.1 3 3

고객 11 BB- 42.0 1 4

고객 12 BB- 41.2 4 4

고객 13 B 39.5 1 5

고객 14 B 17.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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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 연구에서는 방법 적용 대상 시나리오 및 기간 중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시

나리오(4°C) 및 기간(2040년대)의 평가만 소개할 것이다.

선택된 이 시나리오 및 기간에서 우리는 물리적 리스크가 방법에 따라 정의된 다양한 재무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계산했다.

표 3.3은 점진적 기후 변화의 리스크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고, 표 3.4는 기상이변의 리스크와 관련

된 수치를 보여준다.

표 3.3. 오늘날(기준)과 비교해 2040년대 4°C 시나리오에서 점진적 기후 변화 리스크가 농업 부

문 고객 샘플의 재무 변수에 미치는 영향

고객 수익 변화(%)

고객 1 -12

고객 2 -4

고객 3 22

고객 4 -16

고객 5 -14

고객 6 -13

고객 7 -3

고객 8 -2

고객 9 -4

고객 10 -2

고객 11 -10

고객 12 -8

고객 13 -11

고객 14 -8

표 3.4. 오늘날(기 준)과 비교해 2040년 대 4°C 시 나리오에서 기상이 변 리스크가 농업 부문 고객 샘플의 

재무 변수에 미치는 영향

고객 수익 변화(%) 비용 변화(%)

고객 1 -3.4 0.4

고객 2 -3.5 0.4

고객 3 3 -0.4

고객 4 3 -0.4

고객 5 -3.5 0.4

고객 6 3.5 -0.4

고객 7 -3.5 0.4

고객 8 -0.2 0

고객 9 -1.3 0.2

고객 10 0.6 -0.1

고객 11 1.1 -0.1

고객 12 -2.3 0.3

고객 13 -3.4 0.4

고객 14 3.3 -0.4

표 3.3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i) 매개변수에 대해 광범위한 값이 제공

되는 경우, 최악의 수치를 선택했다. ii) 일부 농업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매개변수가 없을 경우(작물

종류), 전문가가 계산한 추정값을 채택했다.



UNEP FI - 어클라이머타이즈114

iii) 일부 농업 활동에 서 점진적 기후 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보수적

으로 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다.

마찬가지로, 표 3.4의 데이터 획득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인 5가지 기상이변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해야겠다. 사이클론은 브라질에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론은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홍

수의 경우, 브라질의 좁은 지역만 홍수에 취약 하므로 홍수가 미치는 영향은 영(0)에 가깝다. 또 언

급해야 할 점은, 홍수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생산 지역의 분포를 추정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 

고객의 정확한 운영지역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향이 또 영(0)에 가까운 

다른 기상이변은 산불로, 산불로 인한 피해도 적고 연구 대상 지역들에서 산불의 빈도는 기후변화에 

의해 많이 변동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가뭄과 관련된 기후 영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을 알게 되었다. 본 사례연구에서 우리는 브라질의 현실을 감안할 때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뭄의 빈

도의 변화로 이미 생산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3.2.4. 결과

앞에서 설명했듯이, 점진적 기후 변화 리스크(표 3.3) 및 기상이변 리스크(표 3.4)의 영향의 합은 

물리적 리스크의 총 영향이 된다. 이 총영향이 어떻게 샘플의 14개 기업의 등급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이 사용되었다. 즉, 실제 대차대조표에서 총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영향만 변경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했다. 이 기후에 조정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등급을 예상

하고 이 예상등급을 실제 등급과 비교할 수 있다. 고객 샘플에서 얻은 정성적결과는 표3.5에 있다.

표 3.5. 고객들에 대한 정성적 결과

고객 정성적 영향

고객 1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

고객 2 중립적

고객 3 중립적

고객 4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

고객 5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

고객 6 중립적

고객 7 중립적

고객 8 중립적

고객 9 중립적

고객 10 중립적

고객 11 중립적

고객 12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

고객 13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

고객 14 중립적

이 샘플은 대략 130명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대표하므로 샘플 결과를 포트폴리오 전체로 외삽(적용)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의 특징 및 방법상의 가정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관련 물리적 리

스크는 농업부문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등급을 하락시킬 잠재력은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경우에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영향이 

특정 수준을 넘어설 때는 등급에 큰 차이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이익을 본 고

객은 없었다. 그래도 결과에 따르면, 고객의 시작 등급에 따라 영향에 차이가 난다는 시사점은 없다.

또한, 표 3.3과 표 3.4를 비교해보면 점진적인 기후 변화 리스크가 기상이변 리스크보다 연구대상 

기업의 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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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교훈, 도전, 앞으로 나아갈 길

본 사례 연구에서는 방법의 주요 목적은 달성했다. 농업 부문 포트폴리오에 대해 기후 변화 관련 물

리적 리스크를 정량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범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

적화하는 충분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운영 결과는 우려가 되지 않는다. 시범운영은 장기적인 기간에 대해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라고 볼 수 있었고, 운영 결과 큰 잠재적 신용 리스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대상 기간이 

포트폴리오의 평균 대출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서 단기적인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해야

겠다. 이 시범운영은 미래 신용 포트폴리오를 보다 잘 계획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방법은 분명 시범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충분한 자원과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은행

활동에 통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법을 향상하기 위해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한계와 공백이 있었다. 주요한 한계와 부족한 

점 중에서 우리는 다음 5가지를 강조한다.

1.  데이터 부족 때문에, 방법은 기후 변화가 고객의 투자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

았다. 고객의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기는 했지

만, 기업들은 대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2.  샘플의 결과를 포트폴리오 전체로 외삽(적용)할 때 직접 외삽기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만족스럽

긴 했지만, 우리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영향을 배분하는 보다 견실한 기법을 채택하기를 권장한다.

3.  방법에서 기상이변의 영향은 개별적으로 평가한 다음 모두 합한다. 그러나, 방법에서는 동시에 2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날 경우의 추가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불은 산불만 일

어났을 때 보다 가뭄과 동시에 일어날 경우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4.  일부 기상이변과 관련한 분석은 고객의 활동 지역에 관한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례 연구에

서 우리는 매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부정확한 결과를 내는 대략적인 추정을 했다. 그래서 이

러한 종류의 정보를 포착하는 데 투자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기후 변화 영향 데이터들 사이의 차이가 아직도 크다. 결과는 채택한 정보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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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점진적 변화 및 기상이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내 차입업체

의 신용등급에 제기하는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혁신적인 지형공간(geospatial) 매핑 솔

루션을 강조한다. 이 접근방식은 TD 은행그룹(TD), 블룸버그(Bloomberg), 어클라이머 타이즈

(Acclimatise)가개발했다. 이 접근방식을 유엔환경 계획금융부문(UN Environment Finance 

Initiative, UNEP FI)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어클라이머 타이즈가 만든 물리적 리스크 평가방법에 적

용한다. 이 지형 공간 매핑 솔루션은 모든 부문 및 지역의 기업이 사용할 수 있지만(데이터가 이용가

능 할 경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분석은 북아메리카의 전력 및 유틸리티 부문 내의 차입업체 샘플

에 대해 수행했다. 블룸버그맵스(Bloomberg MAPS)와 같은 지형공간 툴은 여러 데이터 세트를 결

합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즉 예상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지리 데이터, 차입업체의 시설이 있는 위

치, 해당 재무 및 생산량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는 능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공해준다. 블룸버그 맵

스는 블룸버그 네트워크에서 직접 입력 데이터 및 정보를 뽑아온다.

3.3.1. 범위

본 사례 연구를 위해 TD의 북아메리카 전력 및 유틸리티 포트폴리오에서 차입업체 20개 기업의 샘

플을 3가지 기후 시나리오r 즉, 2020년대 2°C & 4°C, 2040년대 2°C, 2040년대 4°C 하에서 분

석했다. 차입업체 샘플은 다음을 토대로 선택했다.

1. 노출의 양: 총 샘플은 전체 전력 및 유틸리티 포트폴리오의 총 노출 중 대략 절반을 나타낸다.

2.  물리적 자산의 위치: 샘플내 차입업체들의 시설(수력 및 화력발전소)은 북아메리카 전역의 여러 

지역에 있다.

3. 신용 등급: 신용 등급의 범위는 전체 전력 및 유틸리티 포트폴리오의 것을 반영한다.

3.3.2. 평가 방법: 블룸버그 맵스(Bloomberg MAPS)

그림 3.3은 물리적 리스크 평가에 대한 블룸버그 맵스 접근방식의 개요를 보여준다. 기후 변화가 전

력 생산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은 발전소 위치 지도인 “물리적 자산지도, “기상이변 관찰(사이클론, 

홍수, 폭염, 물부족, 산불 등)의” 기후지도, “점진적인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한 전력생산 능력의 변

화를 예상하는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여 평가한다. 시설정보를 추출하고 합하여 신용등급 모델의 핵

심입력 값인 차입업체의 수익 및 매출원가(COGS)의 예상되는 변화를 계산했다.

r. 산업시대 이전에 비해 2100년 세계평균기온의 변화 시나리오.

3.3.  TD 은행 그룹 사례 연구: TD 및 블룸버그가 지형공간 (Geospatial) 매
핑을 실험적으로 사용해 물리적 리스크 평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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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수치들은 여러 예와 기간을 사용해 블룸버그 맵스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그림 3.6은 1:50년 싸이클론리스크를 토대로 그림 3.3에서 개관한 단계들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7-그림 3.9는 폭염리스크 노출과 점진적인 2°C 및 4°C 기온상승이 생산량에 미치

는 영향의 데이터 세트의 결합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예다.

그림 3.3: 블룸버그 맵스 접근방식의 과정

재무 분석 및 신용 등급 모델을 위해 차입
업체 정보 추출

입
력

입
력

기후 정보차입업체 정보

“물리적 자산 지도”
(예: 발전소)

“기후 지도”
(예: 생산 손실 예상 기상이변)

물리적 자산의 기후 리스크
노출 지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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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세계 발전소 위치(물리적 자산 지도)

참고: 그림 3.4 - 그림 3.9는 TD의 차입업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발전소를 보여준다.

그림 3.5: 현재 1:50년 사이클론 리스크(기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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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데이터 결합 – 세계 발전소의 현재 1:50년 사이클론 리스크에 대한 노출

(물리적 자산의 기후 리스크 노출)

그림 3.7: 데이터 결합 – 세계 발전소의 현재 1:100년 폭염 리스크에 대한 노출

(물리적 자산의 기후 리스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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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데이터 결합 – 2040년대 2°C 점진적 상승 시나리오가 연간 수력발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 자산의 기후 리스크 노출)

그림 3.9: 데이터 결합 – 2040년대 4°C 점진적 상승 시나리오가 연간 화력발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 자산의 기후 리스크 노출)

  



121신기후 탐색 | 접근방식 실행   

지형공간 분석 접근방식은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룸버그 맵스

(Bloomberg MAPS) 툴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맞춰 쓰기 쉽고, 200개 이상의 독특한 데이터세트

에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맵스를 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접근방식으로 다

른 부문의 물리적 리스크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3.3.3. 결과

3가지 기후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다음의 3가지 주요 관찰 결과를 얻었다.

1.  테스트한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샘플 내 대다수 차입업체는 신용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예: 

AA에서 AA-). 점진적 기후 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 지출은 

없는 것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했다.

2.  2040-4°C 시나리오는 가장 많은 수의 차입업체가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한 시나리오이지만, 이

시나리오가 전력 유틸리티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된 결과이다.

3.  차입업체 수익 감소는 주로 점진적 기후 변화로 인해 생긴다. 기상이변이 차입업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3.4. 결론

장점과 통찰: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형공간 접근방식은 유연하고 확장 가

능하며 해당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다양한 부문 및 기후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하다. 시각적 접근방

식은 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지역을 빠르게 찾아내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쉽게 보고 논의를 할 

수 있어 유용하다.

데이터: 일부 입력 데이터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 데이터는 기존 블룸버그 데

이터 세트를 통해 구할 수 없어 각각의 차입업체에게서 수동으로 추출해야 했다. 또, 은행 신용 모

델들을 어클라이머타이즈 방법과 조화시키기 위해 일부 가정을 단순화하고 수동입력을 해야 했다.

앞으로의 개선점: 어클라이머타이즈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을 보다 개선하면 분석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 특히, 다른 종류의 연료(예: 원자력, 기타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기후 관련생산 

영향정보 추가, 기후영향과 재정을 연결시킬 때 수익 및 매출원가(COGS) 외 다른 대안들, 기상이변

의 단기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평가(테스트한 시나리오가 중기 및 장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

상이변이 점진적 기후변화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므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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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접근방식

우리는 전기 유틸리티 대출 포트폴리오 내 차입업체들의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한 재정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향식민감도 분석을 수행했다. 목표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이 포트폴리오의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기후 리스크 데이터를 부도율(PD)의 변화

로 전환시켜야 했다. 우리의 환경 및 사회 리스크 팀, 신용 리스크 팀, 등급 평가 방법 팀이 이 시험

운영 방법을 적용하는 데 협력했다.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는 미국과 유럽이었다. 우리는 차입업체 자회사의 자산을 포함해 차입업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개별 자산(발전소)을 포함시켰다.

우리는 블룸버그 맵스 지형공간 분석 기술을 사용해 각 자산의 위치를 알아내고 각 자산의 기후 관련 

리스크 요소를 이해했다.

방법에서는 각 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후 리스크 분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방법을 

실행하면서 실질적/자원 한계를 겪었다. 자산당 기후 리스크 데이터 포인트의 수가 많아 차입업체 

수준에서의 합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합산을 힘들게 했다 (예: 방법이 제

안하는 대로 할 때,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20개 차입업체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대략 100 

만개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야 함).

이 시범운영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자산이 주로 미국남부에 있는 1개의 차입업체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방법을 적용하면, 오늘날의 기준에 비해 2020년대 -2°C & 4°C 시나리오에서는 점진적 

기후 변화가 생산 능력에 14.5%의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의 기준에 비해 역시 2020년대 -2°C & 

4°C 시나리오에서는 주로 폭염과 강홍수로 인한 기상이변이 생산능력에 추가로 0.2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 방법은 생산 능력의 변화를 수익 변화로 대략 바꾸고 이것을 토대로 부도율(PD)의 변화를 

분석하라고 제안한다. 일부 은행 내부팀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동일하

게 유지하면 보다 넓은 시장 역학을 고려할 수 없다는 등 여럿이었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능력 손실이 신용과 관련해서만 영향을 미치려면(2020년대에)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야 한다. 발전소는 여유생산능력(spare capacity)이 없고, 가격은 규제당국에 의해 정해져 있고(또

는 나머지 전력 생산 기업은 동일한 이유로 능력을 손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오르지 않

고), 보험도 들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저수지는 생산능력을 회복하기에 물의 양이 충분치 않고, 정전

을 막기 위한 현지 당국의 비상자금 공급도 없으며, 기존의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능력은 언제나 신

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3.4.2. 장점 및 문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은행업계 내 협력의 가능성과 협력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 것이

다. 블룸버그가 물리적 기후 리스크데이터 포인트들을 블룸버그 맵스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한 것은 

큰 성취다. 블룸버그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며 기능을 더욱 개선하고 사용자의 필요사항을 충족시

킬 것을 제안했다. 다양한 리스크 데이터 포인트가 수동이 아닌 블룸버그 맵스툴을 통해 개별 자산

에 매핑됨으로써 시범 운영방법을 적용하는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한 성과다.

3.4. UBS 사례 연구 : 전기 유틸리티 기업의 물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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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데이터 및 방법 문제를 훨씬 잘 이해하게 해 주었다. 물리적 기후 

리스크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가정들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결과의 결실함

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예: 공공매체 검색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기

유틸리티의 다운타임 알아내기).

또 다른 예는 방법은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 기후 리스크 데이터의 간

소화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간소화는 예컨대 기상이변의 강도나 지역에 따른 자산 다운타임의 차이

와 같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줄이고, 이것은 분명 핵심출력 변수의 견실함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기후 리스크 데이터를 어떻게 개별 기업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질문

에도 답이 완전하지 않다. 방법의 단일 출력변수만으로는 차입업체 수준이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의 적절한 신용견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 한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

한 채, 생산능력의 변화를 수익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전기시장의 공급/수요 역학을 고려하지 않

은 것이다.

3.4.3. 향후 작업의 잠재적 단계/분야

전기 유틸리티 기업들이 TCFD 권고사항에 따라(그러므로 자체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기후 관련 리스

크를 공개하면 은행들은 이 공개 정보를 사용해 포트폴리오 전반의 분석을 수행해 데이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보험 업계와 앞으로 보다 견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분석 툴 이용에서(예: 공간 리스크 분석 

플랫폼) 데이터 입력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산 다운타임 추정, 비용).

차입업체의 신용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시장, 부문, 보다 넓은 경제 전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분석도 필요하다. 몇 가지 예로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겪을 생산 능력부족을 

전기 시장(그리고 가격책정)과 연계, 잠재적으로 기후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 높은 새로운 생산능력 

구축, 잠재적으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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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분석의 배경 및 범위

스탠다드 차타드는 자사 기업 노출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확보하여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고정자

산(property assets)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초점은 폭풍우, 홍수, 산불을 

포함해 기상이변이 부채 상환의 주요 원천이 부동산인 자산 포트폴리오, 즉 우리의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Real Estate, CRE)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었다. 우리는 점진적 기

후 변화가 고정자산(property assets)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고정자산의 설계 및 사용을 살펴보

지 않고 정량화하기는 훨씬 더 힘들고, 그러므로 강수 패턴의 변화와 같은 점진적 기후 변화에 대

한 회복력을 정량화하기도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안다. 이러한 정량화는 상당한 복잡성이 생기

게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부동산 담보물(property collateral)로 안전한(예: 공장/창고

를 담보로 제조 기업에 제공 한 기업유동자금대출(working capital loan)) 모든 노출도 범위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우리의 목적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러한 기상이변의 빈도 증가가 대출 담보물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담보인정비율(LTV ratio)과 그러므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최

소 자본 요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s)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운영을 하는 대출기업으로서 우리는 싱가포르, 홍콩, 한국에서 상당한 

주택 모기지 노출이 있고, 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상업용 부동산 노출이 있다.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팀들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중심적인 조율은 사회 문제 및 지속 가능성 팀이 맡았고, 

모델제작자와 신용 리스크 담당자를 포함한 리스크 팀과 부동산 대출에 경험이 있는 고객 대면 사

업 팀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공했다.

3.5.2. 분석을 위해 채택한 접근방식

처음에 우리는 스위스 리(Swiss Re)의CatNet® 툴을s 이용해 싱가포르의 주택 모기지 노출을 살

펴 지역에 따른 기상이변에 관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관한 CatNet® 내의 

데이터는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역을 선택해 보다 의미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 분포 

데이터를 획득하려고 했다. 우리는 우리의 다른 주요 모기지 시장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겪을 것이

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노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의 중앙 신

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중국 본토 내 모든 부동산 자산을 식별하고, 익명화한 버전의 이 데이터

를 CatNet®에 업로드 했다. 이 시범운영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초점은 부동산 노출에서 수입이 창

출되는 부동산(Income Producing Real Estate, IPRE), 즉 상업용 부동산(CRE) 노출로 바뀌었

다. 부동산이 대출을 위한 은행 담보 패키지 중 일부일 뿐인 경우를 고려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

할 수 있다. 고정자산(property) 평가 툴의 초점은 고정자산(property assets)의 가치였으므로 우

리는 차입업체 수익의 변화를 추정하거나 점진적인 기후 변화가 부동산 자산이 담보로서의 적합성

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예: 기온 상승에 대응해 고정자산에 추가적인 자본 투

자를 해야 하는가).

s. www.swissre.com/clients/client_tools/about_catn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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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결과 및 영향 평가

우리의 분석은 이 시범운영 동안 평가한 물리적 기후 영향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가치 평가(valuation)

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치평가(valuation)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자본 계산 

모델에 입력되는 일부 기준(예; 담보 가치, 담보인정비율(LTV))을 조정해야 했다. 이 시범운영의 목

적을 위해 우리는 모든 물리적 영향이 가장 짧은 주기로 발생한다고 가정했지만, 현실에서 그럴 가

능성은 거의 없음을 언급해야겠다.

수입이 창출되는 부동산(IPRE)에 대한 은행의 몇몇 자본확보율 접근방식은 ‘슬로팅(slotting)’ 방식으

로, 많은 요소를 토대로 대출 노출을 소수의 ‘슬롯’ 또는 그룹으로 할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슬

롯에서 더 낮은 등급의 슬롯으로 대출 노출을 재할당하는 것은 이 노출에 대해 담보로 잡아야 할 자

본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노출의 담보인정 비율(LTV)과 같은 요소에 가한 작

은 변화의 영향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업용 부동산(CRE) 포트폴리오는 엄격한 언

더라이팅(underwriting)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언급해야 겠다. 그 예로 평균 LTV

가 낮아 50% LTV보다 낮고, 남은 대출 기한도 이 시범 운영에서 은행이 가정한 3년과 동일하여 짧

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 위치 중 약 3분의 2는 기후 변화 예상의 결과 약간의 물리적 리스크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ratio)에 눈에 띠는 영향이 없었고, 단지 약 4분의 1이 담보

인정비율에서 1% 정도 악화되어 ‘위험에 처한(at risk)’ 상태가 되고 가장 큰 영향은 담보인정비율

이 5% 악화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위험가중 자산(Risk-weighted asset, 

RWA) 영향은 중요하지 않았다.

짧은 기록 기간(11년)의 기록을 활용해 현재 빈도를 추론해 놓은 산불 데이터는 그 영향을 과대평가

한 듯 보였는데, 산불 위험이 있는 부동산과 이 시범운영의 담보인정비율(LTV)의 하락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겠다. 산불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들을 개별적으로 추가 검토하면 

이 리스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홍수 데이터는 CatNet® 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 시스템으로서 UNEP GRID 글로벌 리스크 데이터 플랫폼t에서 홍수주기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부동산별 홍수리스크 주기를 알아냈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었고, 홍수는 빈도가 낮

고 많은 경우 홍수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 리스크는 아마 과소평가된 것으로 생각되며, 다

른 데이터 소스를 찾아내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t. preview.grid.unep.ch/index.php?preview=map&lang=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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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향후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분야 식별

데이터 이용 가능성 및 수동 처리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CRE)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해 CatNet®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폭풍우와 산

불 위험성에 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홍수에 관한 데이터는 없었다. 홍수

에 관한 데이터는 UNEP GRID 글로벌 리스크 데이터 플랫폼과 세계홍수예방기준(FLOPROS) 데

이터베이스를u 사용했다. 우리는 여기서 홍수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CatNet®을 

사용한 데이터 처리보다 상당히 더 많은 수동 작업을 해야 했다. 결론을 말하면, 은행 내부 시스템

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포맷하고, 이러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입력

해 그 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동 작업은 상당하며, 이 시범 운영의 분석형식을 확장하

려 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 및 검증

다른 개선해야 할 문제 및 분야는 산불이나 홍수의 리스크 증가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 포인트 자체의 

품질 및 정확성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바와 부합되지 않았다(예: 가까운 

부동산들의 리스크 수준이 다른 경우, 도시 내에서 두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장 가까운 숲 비슷한 

지역이 25km 떨어져 있는 부동산의 산불리스크 증가).

3.5.5. 결론

분석 실행은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다. 가장 가깝게는 은행 전반에서 온 구성원이 팀을 이루어 

기후 변화 리스크의 측면을 살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계속 구축할 수 있었

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미칠 물리적 기후 변화 영향의 잠재적 크기를 이

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할 내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본 프로젝트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많은 가정을 해야 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기상이변(홍수, 폭

풍우 또는 산불)이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가정으로, 우리는 이러한 가

정이 앞으로 테스트되고 좀 더 다듬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시범운영에서 사용한 종

류의 툴을 은행의 포트폴리오 전반에 사용하게 된다면, 또는 더 많은 은행이 사용하게 된다면, 여

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정보처리를 해야 하는 필요가 없도록, 또는 UNEP GRID 글로

벌 리스크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개별 부동산을 수동으로 찾을 필요가 없도록 ‘원스톱’ 분석 원천

이 필요할 것이다.

 

 

u. www.nat-hazards-earth-syst-sci.net/16/104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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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범위

우리는 이 시범운영의 분석을 네덜란드 리테일 부동산 부문의 홍수 리스크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었

다. 그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라보은행은 네덜란드의 최대 리테일 모기지 제공업체 중 하나이고, 리

테일 모기지는 또한 라보은행의 총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네덜란

드는 해수면 상승과 강홍수 때문에 홍수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고 잘 알려진 국가이다. 네덜란드환 

경평가청(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에 따르면, 네덜란드 영토의 

26%는 해수면 아래에 있고 29%가 강 홍수에 취약하다. 또한, 경제 활동의 70%와 인구의 52%가 

위험이 높은 지역에 존재한다.v 마지막으로, 물리적리스크 방법은 산불과 사이클론 리스크도 포함하

지만, 사이클론 리스크에 대해 이용 가능한 100년간의 데이터는 네덜란드는 사이클론에는 취약하

지 않다고 시사하고 있다. 산불 리스크에 대해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없지만, 네덜란드에는 숲 지역

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불 리스크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3.6.2. 문제와 해결책

내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의 주요 문제는 상세한 수준의 데이터를 얻는 것이었다. 리테일 모기지는 자연인(natural 

person)과 관련이 되므로 이 포트폴리오 데이터에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자 수준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액세스는 은행 규정준수팀의 특별 

허가를 얻어 할 수 도 있겠지만, 이 시범운영의 짧은 기간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의 구애를 받지 않는 

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시범운영을 위해 우리는 4자릿수 우편번호로 구분

되어 익명화된 대출 노출 데이터(exposure data)를 이용했다. 어클라이머 타이즈(Acclimatise)가 

개발한 방법은 또한 기저의 부동산(property)의 가치와 포트폴리오의 평균 남은 대출기간을 가정

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기저의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 노출(exposure)과 같다고 가정했다. 이것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덜란드의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높은 담보인정비율이 특징이며, 

대부분이 상환이 없다(네덜란드 중앙은행의 2017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중 단지 20%

만 선형(linear) 상환 또는 연금식(annuity) 상환을 한다). 평균 남은 대출 기간에 대한 우리의 가정

은 모기지 포트폴리오의 평균 대출기간 및 최대 대출기간 30년을 토대로 했다. 이 숫자도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네덜란드 총 모기지 부채의 최대치에 관한 추정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했다.

외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의 주요 문제는 이 외부 데이터를 우리 내부 데이터와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이

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예: 블룸버그 맵스, 세계자원연구소 애퀴덕트(World Resources Institute 

Aqueduct))는 우편번호 수준에서의 홍수 리스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

는 또한 우편번호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부분도 없다. 그러한 위치별 정보를 제

공하는 데이터베이스(예: 스위스 리(Swiss Re) CatNet®)는 많은 경우, 방대한 포트폴리오에는 사

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단지 제한적인 수의(고객) 주소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 관련 

기후 변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준다. 전체 신용 포트폴리오를 모두 포함시키려면 이 과정

을 많이 반복해야 하고, 그것은 운영상의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었다. 또, CatNet®에서 처음 테스트

해보니 많은 수의 모르는 주소가 나왔다.

v. 출처: www.pbl.nl/dossiers/klimaatverandering/content/correctie-formulering-over-overstromomgsrisico

3.6.  라보은행 (RABOBANK) 사례 연구: 네덜란드 부동산의 물리적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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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홍수 리스크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홍수 리스크는 예를 들어 지방/우편

번호 경계선을 넘지만, 홍수 리스크는 사실 우편번호 지역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우편

번호 지역은 충분히 좁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국가 데이터는 다른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세

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000년에 1번 꼴의 주기에 대한 홍수 추정값도 제공한다.w 이 데이터 세

트는 또한 우편번호별로 홍수의 강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관성을 위해 이 정

보를 이번 시범 운영 실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의 사용은 본 물리적 리스크 방법의 전

반적인 권고사항과 부합한다.

3.6.3. 분석 및 결과

위의 데이터와 가정을 토대로 우리는 1000년에 1번의 홍수 주기(그림 3.10) 및 평균 남은 대출 기간 

20년을 적용했다. 어클라이머타이즈(Acclimatise)가 수행 한 연구조사에 부합하게 우리는 네덜란

드의 경우 앞으로 홍수빈도가 25% 이상 변화할 것으로 적용해 조우확률(encounter probability) 

2.5%를 얻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property value)의 변화추정 값으로 10% 

(중간)를 적용해 대출 노출손실 추정값 0.13%를 얻었다. 이 결과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stress 

the results) 우리는 또 네덜란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즉, 앞으로 홍수 빈도가 35% 이상 

변화하고, 부동산 가치손실(property loss value) 추정값은 20%로 가정했다. 그래서 손실은 최대 

0.3%로 증가했다. 언뜻 보면 홍수의 위험이 있는 네덜란드 지역은 앞으로 홍수 리스크로 인해 상당

한 손실을 입을 것 같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모기지 포트폴리오 가치의 0.3% 손실 추정값

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볼 때 제한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그림 3.10: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이 있는 부동산 –1: 1000년 주기 

 

           홍수 위험이 있는 부동산

출처: 수자원 공사(Rijkswaterstaat), 라보은행

영향이 낮은 부분적 이유로는 네덜란드 삼각주계획(Dutch delta works) 시설이 높은 예방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설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매우 발달된 물관리 계획과 높은 

홍수 예방 수준이 국토의 많은 부분에서 홍수 리스크를 완화시킨다. 실제로, 네덜란드 국토의 59%

가 홍수 위험이 있으나 단지 4%만 네덜란드 홍수 예방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w. 이것은 네덜란드의 홍수 예방 기준이다(1: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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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2028 년까지 물 안전 인프라에 70억 유로를 추가로 쓸 계획이다. 이것은 2020년 홍수 

리스크 데이터와 2050년 홍수 리스크 데이터를 보면 특히 잘 드러난다(그림3.11과 그림 3.12 참조). 

이 정보에 따르면, 홍수 리스크는 2020년과 2050년 사이에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이 민감도를 스트레스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더 높은 홍수 빈도로, 즉, 100년에 1번의 주기

로 부동산 가치 손실(property value loss)을 계산 했다. 이것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영향을 10배 

증가시켜 포트폴리오 가치의 1.2%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에 1번의 홍수에 위험한 지역(그

림 3.11의 진한 빨강 부분)은1000년에 1번의 홍수 위험 지역의 작은 일부임을 언급해야겠다. 그래

서 우리는 이 결과가 현재의 네덜란드 홍수 예방 인프라를 감안할 때 실제 위험이 있는 부동산을 상

당히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과대평가를 줄이기 위해, 1000년에 1번 홍수 위험 지역은 그

대로 유지한 채 500년에 1번 주기를 적용해 분석도 했다. 그래도 총 모기지 포트폴리오의 0.3% 미

만의 손실밖에 없었다.

3.6.4. 핵심 장점 및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시범 운영이 기후 변화 리스크 평가에 대해 생각을 시작하는 중요한 일보 전

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첫 시도는 또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해 주었다.

지금까지 개요를 설명한 이 방법은 물리적 기후 변화로 인한 재무 영향을 추정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배웠고 또 다양한 문제도 만났다.

강조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 특정방법에서 기상이변의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상이변의 발생

은 기후변화로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결과는 매우 대략적인 추

정이 된다.

그림 3.11: 2020년의 홍수 리스크    그림 3.12: 2050년 홍수 리스크

1,000,000년당 1회 미만  1,000 - 10,000년당 1회

100,000 - 1,000,000년당 1회  100 - 1,000년당 1회

10,000 - 100,000년당 1회  100년당 2회 이상

출처: www.klimaateffectatlas.nl/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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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최신 통찰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교정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

정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례의 결과의 적용 가능성이다.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의 측정 방식은 우리의 전

략을 세우기 위한 유용성과 관련해 얼마간의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는 하향식 정

보를 토대로 한 평균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러므로 매우 대략적인 추정이다. 채무자 개개인에 

대한 특정 상향식 정보를 토대로 한 평가만이 기후변화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고, 따라서 전반적인 

신용/리스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을 지닌 대략적인 

추정으로 불필요한 큰 “잡음” 없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 시범운영을 위해 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TCFD 권고사항을 실

행하며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식별했다.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데이터 이용 가능성으로, 

이것은 내부 고객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소스 모두가 그렇다.

기후 변화 리스크 평가에 관한 한, 우리는 에너지 부문의 상장기업의 경우 평가에 필요한 정보(예: 

자산 또는 생산 시설의 위치)를 예컨대 외부 데이터 제공업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쉽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른 부문이나 중소기업(SME)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경우, 상황은 보다 복

잡해진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은행에서 상향식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은행 내부 기후 관련 정보 기록 인프

라를 개발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을 발견했다. 부문 내에서 그리고 여러 부문에 걸쳐 일관되고 인정받

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 및 합산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기존의 공백

을 메울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혁신적인 특징을 감안하면 중요한 

디딤돌이 될 조치는 기업고객들에게 기후 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그러

한 추정값을 일관성있게 보고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은행 내부에서의 협력 역시 힘들었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대부분의 은행이 

유사한 문제를 겪었음을, 예컨대 기후 변화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을 내부적으로 일치시키는 일에

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기후 변화는 리스크만이 아니라 또한 기회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

꼈다. 적절한 툴이 있다면 은행은 기후 변화를 맞아 적절하게 전략을 세우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것은 빨리 행동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긴급성을 강조한다.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빨리 조

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6.5. 그 밖의 의견

본 시범운영에 포함된 다양한 다른 부문들, 예컨대 상업용 부동산 및 농업에 대한 실행 사례를 검토

하면서 보니 방법을 적용하는 동안 여러 동일한 문제를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 

중 하나는 우편번호당 포함되는 지역의 크기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호주의 경우, 하나의 우편번호

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일 때가 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반드시 이러한 경계를 따르지는 않는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상업용 부동산에 여러 차입업체가 개입될 때 귀속(attribution) 문제

가 발생한다. 한 가지 해결책은 기저의 담보 합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차입업체데이터와 담보 데이터가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

한 서로 다른 데이터 세트를 그저 연결시키기만 해서는 대출 대상 부동산은 하나의 우편번호에 속

하고 차입업체는 다른 우편번호에 속해 있는 사실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다. 차입 업체가(종종 

그렇듯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르게 받는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위치에서 수입이 창

출되고 있는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것은 기후변화 영향을 구분해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발

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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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의 전략 탐구

본 4장은 고객이 물리적 기후 영향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원하는 은행의 전략적 기회를 평

가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본틀은 은행이 자체시장 수준 데이터 및 차입업체 수준 

데이터, 그리고 사회 경제적 데이터를 사용해 추가적으로 다듬고 수정해 더욱 발전된 시나리오를 개

발할 수 있게 해준다. 기본틀은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본 시범운영에서 ‘기회’는 변화하는 기후의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은행의 상업용 및 리

테일 융자 수요 증가, 은행의 지원 및 조언 서비스 확대로 정의되었다. TCFD 22는 “기후관련 기회”

를 “기후 변화와 관련해 어떤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 긍정적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후 변

화가 긍정적 과정이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본 4장의 내용을 혜택이라고 의미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본틀은 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시장 위치의 맥락 내에서 전략

적인 시장 분석을 하여 가장 적절한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객의 적응 및 회복력을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은 은행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기본틀은 기존의 리스크 관리, 새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시장의 변화 대비를 토대로 은행에게 해

당하는 기회들을 분류할 것이다. 이것은 은행이 고객의 잠재적 융자 필요사항, 기후 회복력을 위한 

융자 제공에서 은행의 역할을 이해하게 도울 것이다. 이것은 방대하게 연구조사 된 분야가 아니며, 

금융서비스 부문의 이해관계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발간물은 아주 소수이다. 기본틀의 활동 

및 작업은 표 4.1에 있다.

기회는 각 은행의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인 하향식 기회 분석은 

각 은행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프로필을 포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러한 기회의 규모와 가치를 

포착할 가능성도 없다. 이 기본틀은 은행들이 이러한 기회를 식별하게 돕도록 설계되었고, 기회는 은

행의 내부 전략 및 절차와 일관성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기회의 분석은 은행 내 업계의 부문별 전문

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시장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은행의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

기회가 발생하는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회가 은행 및 은행 사업 모델에 즉각적으로 해

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틀은 이에 대해 탐구하고, 은행이 자사 신용 리스크 모델과 고객 및 투자

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평가하고 공개해야 하는 기회들을 식별하게 도와 준다.

변화하는 기후가 차입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 수요 및 기간을 탐구한, 은행

을 위한 시장 분석 데이터는 많지 않다. 잠재적 수요는 국제개발 은행 및 개발 파트너 또는 정부들이 

부문의 기후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climate vulnerability and risk assessments, CVRA), 국가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 NAP)에 대해 발간하는 발간물을 참조하여 어느 정도 추론

할 수 있다. 본 시범운영에서 기본틀은 이러한 발간물을 어떻게 이용하여 기회를 평가할 것인지 방

법을 탐구한다. 또, 발간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가정에 의존

해야 할 것이다.

4.  물리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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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기후의 도전에 응하기 위한 자본 요건은 부문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세계, 지역, 

국가시장조건, 정책,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본틀은 이러한 요소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그리

고 은행이 기업수준에서 또는 경제수준에서가 아니라 부문 및 시장수준에서 자사사업에 미칠 영향

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기본틀은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 과정은 그 발달초기에 있

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정보공개는 어려울 것을 인식하고 만든 것이다.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발생

하는 기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데 적용할 

합의된 방법은 아직 없다. 정량적 분석이 규제를 받는 재무보고서 내에 직접 통합되리라 기대하는 것

은 시기상조다. 정성적인 ‘부드러운(soft)’ 보고는 정량적 분석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것은 많은 

기업이 가까운 시기에 이해관계자들의 검토 및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대출, 금융 지원, 조언 서비스 기회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이 영향에 대해 기업 및 리테일 차입업체가 

대응하면서 조성되고 변화하는 리스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본틀은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

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만든 것으로써 기회의 일반적인 분류도 포함하고 있다. 변화하는 기후의 

단기 및 장기영향이 보다 분명해지면 리스크 및 기회의 상황도 변화하면서 다른 수준의 대응(및 투

자)이 필요해질 것이다. 변화하는 기후가 거시 및 미시 규모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및 환 경 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분명하다. 고객은 기존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리

스크에 대응하고 시장의 상당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융자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표 4.2는 잠재적 기회의 분류와 해당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표시한 기간은 부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4.1: 기회 기본틀의 활동 및 작업

  기회 평가 프레임워크

활동 작업 목적

1 기회 분류 기회 카테고리 정의 기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합의

2 시장 분석 A. 부문의 융자 수요 변화하는 기후로 인한 부문 및 국가의 미래 융자 
수요 추정

B. 부문 평가 의사결정에 적절한 상세함의 수준에서 대출 및 
조언 서비스 기회가 가장 큰 부문들 식별

3 은 행 의  금 융기 관 으 로 서 의 
역량 및 위치

각 부문 및 국가별 스코어카드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문들이 가치 사슬의 
상당한 변화에 응함으로 인한 시장 변화의 잠재성 
때문에 발생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은행의 역량 
및 위치 평가

4 기회 평가 시장 분석과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위치 평가를 결합

잠재력이 가장 큰 기회를 지닌 부문들 식별

4.1. 기회 분류 및 데이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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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카테고리의 기회 및 기간과 관계되는 데이터 및 지식 원천은 표 4.1에 있다. 주요 잠재적 원

천은 다음과 같다.

◼  기업재무데이터. 이것은 기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서 생기는 기회를 이해하는 주요 데이터 소스

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사 핵심 재정 및 회계에 기후 변화의 영향 또는 기후변화 적응조

치 및 회복력 구축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연간회계는 합산된 데이터를 제시하

고 있고, 핵심재정에 미치는 기후영향, 예컨대 기후변화 적응조치 및 회복력 구축을 개별 항목화

하고 있지 않다. 기업데이터는 감사가 능한 정보의 탁월한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회

계 관행이 기회의 평가 및 공개와 조화되지 않고 있다.

◼  자발적인 기업 보고.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와 같은 원천은 대

안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단, 이러한 데이터는 하고 싶은 질문과 대답의 타당성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는 질문들을 TCFD 권고사항과 부합되게 했

다. 보고는 기업이 수행하고, 초소규모,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최근 수행된 날씨 및 기후가 가치 사슬과 핵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것은 리스크와 기회의 

지표로 사용할 신호와 연관성을 제공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기후 및 부문 영향 모델의 출력

을 사용해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연관성에 관해 사용할 수 있는 발간물이 없으나 은행들

은 고객과 함께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다.

◼  부문별 물리적 리스크 평가 결과. 본 보고서에서 명시한 방법을 사용하면 융자 수요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제3자 시나리오 및 보고서. 국가적응계획(NAP),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부문별 기후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CVRA)를 포함해 국가, 부문 및 주제 수준에서 발간 된 보고

서가 많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해 기존 리스크 및 새로 발생하는 리스크, 시장변화, 전반적인 투자 

필요사항으로 발생하는 기회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에

는 알아낸 투자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이 제공해야 할 융자의 규모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다.

◼  시장분석. 기후 변화의 물리적 리스크에 의한 국가 내 특정 부문의 융자 필요 사항을 기록한 시

장 분석 발간물은 소수이다.23 이러한 자료는 국제개발 은행이 발간하는데, 은행이 자체 분석을 

하기 위한 견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표 4.2: 기회 분류

카테고리 설명 기간

기존 리스크 관리 상업적 차입업체(commercial borrower)는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기후리스크를 관리한다. 예: 기상이변대비, 비상계획, 기상이변 복구, 

자산운영실적 변화, 현금 흐름관련 융자.

1-5년

새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 변화하는 리스크 상황, 가치 사슬에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으로 추가적인 

융자 및 조언 서비스가 필요하다.

2-10년

시장 변화에 대비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치 사슬에 영향을 주어, 수익, 비용, 

지출의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리테일 모기지 부문의 경우 냉방 시설 개선을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농업의 경우 점진적인 강수 및 기온 

변화로 농부들이 사업 모델을 바꿔 대안 작물을 재배하게 될 수 있다.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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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회 기본틀의 데이터 소스

과거 트렌드 분석

및 연관성

핵심 재정

자발적 보고

과거 트렌드 분석

및 연관성

핵심 재정

자발적 보고

과거 트렌드 분석

및 연관성

핵심 재정

자발적 보고

과거 트렌드 분석

및 연관성, 시나리오, 

시장 분석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 부문 물리적 리스크 

평가, NAP, NDC

과거 트렌드 분석

및  연 관 성 ,  시 나 리 오 , 

시장 분석 및 사회경제적 

데 이 터 ,  부 문  물 리 적 

리스크 평가, NAP, NDC

과거
1년

지난 계정

2년

경상계정
3–10년 10년 이상

데이터 소스 :

재무 보고 및 은행 데이터와의 

연관성

데이터 소스: 재무 보고 및 

은행 데이터와의 연관성

주요 지식 원천: 제3자 

시나리오 및 보고서

참고:

1.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과

거 트렌드 분석이나 날씨 및 

기후가 가치 사슬 및 핵심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의 연관성 데

이터는 없음. 이러한 것은 계

산 가능함.

2.  대부분의 기업은 날씨나 기후 

관련 핵심 재정에 미치는 영

향을 식별하지 않음.

참고:

1.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과

거 트렌드 분석이나 날씨 및 

기후가 가치 사슬 및 핵심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의 연관성 데

이터는 없음. 이러한 것은 계

산 가능함.

2.  대부분의 기업은 날씨나 기후 

관련핵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을 식별하지 않음.

참고:

1.  원천은 세계 수준, 국가 수준, 

부문 수준인 경향이 있고, 합

계 데이터를 제공함.

2.  세그먼트 수준에 사용하려면 

상세함이 부족함.

3. 재무 분석이 부족함. 

4.2. 시장 평가

시장 분석 수행 과정은 2가지 요소, 즉 부문의 금융(finance) 수요 평가 및 부문 평가를 포함한다.

4.2.1. 부문의 금융 수요 평가

모든 회복력 및 적응 조치가 융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의 상업적 고객(commercial 

customer)은 일부 기후 영향에 추가적인 운영지출(operational expenditure, OpEx) 및 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CapEx) 없이 운영관행을 바꾸거나 리스크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

응할 수도 있다. 투자필요사항도 부채금융(debt financing)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확보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투자 수요의 규모, 타이밍, 형식은 변화하는 기후 외에 여러 거

시적 사회, 환경, 경제 원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것은 정량적 평가를 할 때 불확실성과 어려움의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다. 기후 변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회 기본틀은 여러 원인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 원인들이 투자 및 금융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더욱 다듬을 수 있다.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부채금융을 포함해 투자 원천에 대한 차입 

업체의 선호사항을 평가함으로써 기본틀을 다듬을 수 있는 추가통찰을 제공한다.

기존 리스크 관리

기회 분류

높음

상세함과 진실성

낮음

새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

시장 변화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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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가에서 첫 번째 단계는 세계, 국가 및 부문 보고서, 적응 비용 시나리오를 살펴 전반적인 투

자 필요사항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적응 및 회복력에 관한 연구조사의 초점은 영향 평가이고, 최근

에야 비용 이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연구조사는 운영지출(OpEx)과 자본지

출(CapEx) 사이의 차이, 은행의 금융 기회, 공공 및/또는 민간 원천에 의해 자금이 제공되는 투자

의 상대적 비율에 대해 제한적인 분석만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시나리오 발간

물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투자 필요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융자 수요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간물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방법상의 어려움, 일반화한 

가정, 데이터 부족 때문에 결과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차입업체 수준의 데이터는 융자 필요사항을 평가하는 매우 가치있는 툴이 될 수 

있다. 대출기업데이터(날씨와 기후가 가치사슬, 핵심재정, 최근 대출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분

석 포함)를 사용하는 상향식의 매우 상세한 접근방식은 즉각적인 및 가까운 시일, 최대 10년까지의 

리스크 및 기회의 변화를 말해주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와 연관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 및 부문 영향 모델의 결과를 사용해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

다. 은행에게 이 접근방식을 탐구해 볼 것을 권장한다.

4.2.2. 부문 평가

은행이 의사결정에 적합한 상세함의 수준에서 가장 큰 대출 기회를 지닌 부문들을 식별하려면 추

가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의 단계들을 제안한다.

◼ UNEP FI TCF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한 부문별 물리적 리스크 평가 결과를 참조한다.

◼ 부문별 시장 분석을 한다.

◼  스코어카드를 사용하여 각 표적지역 및 기회카테고리/기간 내 부문들의 매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상세함의 수준을 개발한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분석은 생산량, 수익, 수입에 대한 영향 정보를 제공한다. 이

러한 영향은 잠재적 융자 필요사항, 예컨대 농장의 수입이 강수 및 가뭄의 변화 때문에 더 큰 계절

적 변동성에 처하게 된 경우 현금 흐름 융자 (cash flow financing)의 필요성을 드러내 줄 수 있다.

국제개발은행이 개발한 예를 사용한 특정 부문의 시장 분석을 권장한다. 이러한 예를 사용해 차입업

체와의 관계를 추가로 진전시킬 수 있고, 차입업체가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시키고, 변화하는 기후로 

인한 기술 필요사항 및 융자 필요사항, 기회를 식별 할 수 있다.

각 목표 지역 및 기회 카테고리/기간 내의 부문별 매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코어카드를 개발했다. 스

코어카드(표 4.3)는 핵심 원인에 대한 각 부문의 잠재적 반응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은행

이 어느 부문과 국가에 초점을 맞춰 더욱 상세한 분석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해준다. 

스코어카드는 3가지 원인, 즉 정책 및 규제의 영향, 기술 발전과 상대적 실적, 가치 사슬이 핵심 재

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침이 되는 질문과 지표 원천을 제공해준다. 은행은 스코어카드를 견본

으로 삼아 자사에 적절한 원인과 안내를 해주는 질문을 대입해 이것을 자사 신용 리스크 모델과 연

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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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잠재적 융자 원인 평가용 스코어 카드

원인 평가 기준 안내 질문 지표

점수

기존 
리스크

새로 
발생하는 
리스크

시장
변화

정책 및 규제 
영향

정책 및 규제의 
변화는 부문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문은 예컨대 운영 기준의 
변화와 같은 특정 규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 NAP 및NDC

◾ 부문정책발간물

부문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 부문 정책 발간물

◾ 이전의 국가조치

이 부문은 정책 및 규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국가에서 수입하는가?

◾ 수입 및 수출 데이터
◾  수입 및 수출 대상국의 NAP 및 

NDC
◾ 다른 국가의 부문 정책 선언

기술 발전 및 
상대적 실적

부문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는 
적응 및 회복력 
문제에 경쟁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것인가?

부문은 경쟁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가?

◾ 시장 및 제품 서비스 분석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은 더욱 
쪼개지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가?

◾ 시장 집중

이 부문은 대안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부문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 시장 기술 훑어보기

가치 사슬이 핵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문의 핵심재정은 
가치 사슬에 
존재하는 적응 및 
회복력 조치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공급 체인이 더 비싸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가?

◾ 상품(Commodity) 가격

◾ 핵심 재정

◾ 부문 CVRA

◾ 시장 분석

운영 및 생산 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그래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가?

◾ 부문 CVRA

◾ 핵심 재정

◾ 시장 분석

부문은 수요의 더 큰 변동성 
및/또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가?

◾ 부문 CVRA

◾ 핵심 재정

◾ 시장 분석

높음(5–6) - 큰 영향
중간(3–4) - 보통 수준의 영향
낮음(1–2) - 적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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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4.1: 적응 투자를 하는 기업을 도와줄 기회에 관한 은행 사례 연구

실무그룹의 한 은행은 고객이 기후 변화 적응 투자(및 전환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도와줄 잠재적 기회에 주목했다. 이 

자본 지출은 기후 변화를 관리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고객의 주요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래에 2

개의 예가 있다.

예 1: 새로운 발전소

건설 중인 새로운 발전소는 폭풍우와 해일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계획 및 비용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연구의 일환으로, 해수면의 수력학 모델링을 실행해 50년주기에 걸친 파도높이 변화를 감안했다. 실현 가능성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지의 설계 경사 수준(design grade level)은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MSL)에서 최소

한 3.5미터 높아야 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현재 고도보다 약 2-3m 상승한 높이다. 부딪히는 물에서 부지를 

보호하고 홍수 시의 영향 완화를 위해 배수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것은 최대 30,000 세제곱미터를 메워야 하고 이것이 

완성되어 그 위에 시설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최대 100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에는 변동성이 강

한 대규모 비용을 관리 할 수 있게 도와줄 혁신적인 금융 부문이 필요하다.

예 2: 철도 네트워크 기업

40개 광산과 3개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 기업이 날씨 및 철로 원격 모니터링 센터들을 지어 날씨와 철

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얻으려고 한다. 이 기업은 또한 석탄 등 광물을 실어나르는 공급 체인 전반에 대해 기

후 변화의 리스크와 영향을 평가하는 지원 툴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투자를 했다. 그래서 다음의 계획을 세

우게 되었다.

◼ 추가적인 자갈, 돌, 레일, 철도 재료 재고 비축분을 확보해 재고 상황을 개선한다.

◼ 서비스 장애 회복 스케줄에 대해 고객과 협력하고, 날씨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고객과 협력한다.

◼ 고립된 철도 차량 수거 규정을 확립한다.

◼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한 작업을 위해 공간 영상 툴을 장착하고 드론 사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주요 산사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보된 곳의 낮은 경사지를 고강도 돌과 콘크리트로 강화한다.

◼  파이프를 콘크리트 지하 배수로로 대체하고 둑을 강화함으로써 배수 용량을 증가시킨다. 금융 시스템이 정부, 업계, 

고객과 협력하여 재무 영향을 이해하고, 비용, 오래된 투자와 관련된 문제, 기후 변화 영향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

야 한다.

 

4.3.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시장 위치 평가

변화하는 기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부문들이 가치 사슬의 상당한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시장

이 변화할 잠재성을 고려하여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평가해야 한다.

은행의 역량 및 시장위치 평가를 돕기 위한 스코어카드를 개발했다. 스코어카드(표4.4)는 3가지 원

인, 즉 경쟁 상황, 리스크 성향,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주는 질문과 지표 원

천을 제공한다. 은행은 이것을 견본으로 삼아 필요에 따라 은행 자사의 원인 및 안내질문을 대입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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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시장 위치 평가를 위한 스코어카드

원인 평가 기준 안내 질문 지표

점수

기존 
리스크

새로 
발생하는 
리스크

시장 
변화

경쟁 상황 은행은 경쟁사 에 
비해 각 부문에서 
어떤 위치인가?

은행이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있는가? 현재 시장 
점유율과 앞으로 계획하는 시장 
점유율은 얼마인가?

◾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의 
것과 비교

◾ 시장 연구조사
◾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의 

것과 비교
◾ 시장 연구조사시장 진입 및/또는 확장에 

장벽이 있는가?

높음(5–6) - 은행은 경쟁력 있는 위치의 시장 리더이다.
중간(3–4) - 은행은 다른 은행과 경쟁하는 위치다.
낮음(1-2) - 은행은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스크 성향 은행의 리스크 
성향은 부문의 
리스크 프로필과 
얼마나 부합되는가?

물리적 리스크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예: 부문의 부도율의변화)?

◾ 부문의 과거 실적

◾ 물리적 리스크 분석

은행의 해당 부문 리스크 
프로필을 부문의 미래 프로필 
과 비교 할 때 어떤가?

◾ 은행의 부문 리스크 프로필

높음(5–6) - 부분은 은행의 전략과 매우 부합한다.
중간(3–4) - 부분은 은행의 전략과 대략 부합한다.
낮음(1-2) - 부분은 은행의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으로서의 

역량

은행은 부문의 
기회를 포착하기에 
어떤 위치인가?

은행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전문지식, 데이터, 재정 역량 분석

은행은 부문의 기회를 평가하고 
가격을 책정할 충분한 부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가?

은행은 부문에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은행은 부문에 인접한 투자 
생태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가?

높음(5-6) -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반응성을 지니고 있다.

중간(3–4) - 은행은 적절한 수준의 반응성을 지니고 있으나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낮음(1–2) - 은행은 필요한 수준의 반응성이 없고, 추가 자원을 획득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4.4. 기회 평가

스코어카드를 합친 결과는 잠재적 대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은

행이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 그리고 다음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게 구조를 제공한다.

◼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활용하기 위해 융자가 필요한 부문들에게 대출을 늘린다.

◼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융자가 필요한 부문들을 지원한다.

◼  고객관계 관리를 통해 고객이 사업을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조언할 

것을 고려한다(그러므로 신용 리스크 등급을 보호/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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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가(표 4.3) 스코어카드의 점수와 은행의 역량 및 위치 평가(표 4.4) 스코어카드의 점수를 합

하면 부문에 존재하는 기회의 기간과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림 4.2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융

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시장 위치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보여 준다. 오른쪽 상단 사

분면에 속하는 부문 및 기회 카테고리의 경우, 은행은 이 시장기회를 추구하고 은행 역량 및 위치에 

투자를 늘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오른쪽 하단 사분면에 속하는 부문 및 기회 카테고리의 경우, 은행

은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내부 투자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은행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지만 시장이 잠재력이 낮을 경우(왼쪽 상단 사분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다

리며 지켜보는 관망 자세가 적절할 수 있다. 은행의 역량 및 위치, 시장 평가 모두 낮은 경우(왼쪽하

단 사분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옵션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그림 4.2: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시장 위치 변화 평가

                                                        높음
                 기다리며 지켜보기              투자하기

  

     낮음         높음

 

 

              아무 것도 하지 않기                투자 고려하기
              낮음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시장 위치

기존 리스크(1 - 5년)

새로 발생하는 리스크(2 - 10년)

시장 변화(8년 이상)

 

시장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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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분석을 향해

본 시범운영은 TCFD 권고사항을 토대로 1세대 방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해 테스트하여 은

행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를 분석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기존의 연구조사, 증거, 역량을 토대로 은행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 또

한, 은행이 보다 견실한 평가를 하여 궁극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반복 가능하며 TCFD의 목적

에 부합하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 관련 정보공개를 촉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선점도 강조해 주었다.

부문별 기업들의 연구조사, 분석, 협력, 그리고 물리적 리스크 정보 공개는 은행의 공개의 품질을 향

상시킬 것이다. 이 시범운영은 위치기반의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기후관련 데이터세트의 품질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하고, 융자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보험상품, 보험료, 보험 시장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해주었다. 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해 이 의제(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이다. 투명성과 협력이 모두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것이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는 차입업체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를 보유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지만, 이러한 데

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규칙 때문에, 또는 은행이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실무그

룹의 은행들은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제한한, 차입업체 데이터 이용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강

조했다. 차입업체 수준의 데이터액세스는 개인정보보호 규칙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리테일 모

기지의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은행은 또한 상업적 차입업체(commercial borrower)의 위치 

및 생산 특징에 관한 데이터도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차입업체는 혼합 농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은행은 작물, 가축 등이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은행은 또 여러 고정

자산을 가진 상업적고객의 시설관련 데이터도 부족할 수 있다. 방법을 시범운영한 은행들은 간소화한 

가정을 적용하거나 외부 데이터소스를 사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일부 은행은 개인차입자 데이

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석을 했다. 또 일부 은행은 CatNet®과 같은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차입업체에 관한 데이터를 익명화했다. 에너지 부문 방

법을 시범 운영한 은행들은 에너지 업계 전문 분석가와 블룸버그(Bloomberg)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과거 기후관련 사건과 부도율(PD) 및 담보인정비율(LTV ratio) 사이의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

하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실무그룹의 일부 은행은 고객 중 일부가 벌써 기후 및 날씨 사건의 영향

을 받고있는 중이라고 보고했다(예: 가뭄이 농업부문의 차입업체 실적에 영향; 기상이변이 부동산가

치에 영향). 이러한 보고는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을 말해주는 초기 신호이다. 이 영향은 분석을 통해 

시범운영에 적용된 높은 수준의 추정값(high-level estimates)을개선하고 시나리오에 기반의 물

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를 교정할 수 있게 하는 경험적 증거이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공간 분석은 위

험이 높은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험이 높은 위치는 다시 보다 상세한 분석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은행은 또한 고객의 행동에서 트렌드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기후관련 리스크

를 관리하기 위해 고객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은행이 기후 회복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 기회의 증가를 강조한다.

은행은 사내 역량, 플랫폼, 툴을 개발해 공간 분석을 실행하고, 고객 데이터와 기후 관련 데이터를 결

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공간 분석은 물리적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기회를 식별하는 데 

필수적이다.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리스크의 집중을 식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예: 홍수 리스크

가 높은 지역들에 대한 대출 노출).

5.  앞으로 가야 할 방향

5.1. 은행의 사내 데이터, 분석 및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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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은행은 현재 이러한 분석을 실행할 내부 역량이 없고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툴을 사용하는 데 더 

익숙하다. 그러므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은행은 기존의 온라인 공간 리스크 분석툴 및 기

후 관련 데이터 포털사이트를 활용했지만, 이러한 플랫폼이 차입업체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서 문제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세계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가장 품질 좋은 기후 관련데이터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많은 기후 관련데이터 포털사

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차입업체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없고, 은행의 보안 및 데이터 보호규정 역시 이

것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다. 사내공간 분석 및 고급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품질 좋은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사내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의 장점은 

캐나다 왕립은행이 잘 보여주었다(상자5.1 참조). 은행은 또한 이러한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

과 협업할 수도 있다(5.3 섹션참조).

종합적인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려면 은행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확립해야 하

고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방법을 시범운영한 실무그룹 은행들의 팀은 다음 분야의 전문가

를 포함했다. 지속가능성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팀, 신용 리스크팀, 스트레스 테스트팀, 등급 책

정 방법팀, 포트폴리오 관리팀, 주제 전문가/업계 전문가팀, 고객대면 사업팀.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입력정보를 결정하고 방법의 적용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했다. 이러한 그룹은 

평가 작업을 할 분명한 위임 권한, 시간/자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상자 5.1: 캐나다왕립은행(RBC) - 공간  
분석을 적용해 물리적 리스크 평가

RBC는 고급 사내 위치 정보 및 데이터 분석 역량에 투자했다. 이러한 역량은 기후 변화가 RBC의 

자산과 고객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구축할 때의 장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간 규모의 상세함 향상: 다른 많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RBC도 다양한 지역, 부문, 고객, 자산 종류를 통해 리스크

에 노출되어 있다. 제3자 기후 리스크 매핑 툴이 있지만, 이러한 툴은 기상이변이나 점진적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평가할 

때 종종 그 상세함이 불충분하거 나 일관성이 없다. 자산(예: 대출, 담보) 및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확한 경도와 위

도 좌표는 물리적 리스크 분석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  고객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고객 데이터 보호는 모든 금융기관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형공간 분석 수

행에 내부적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RBC는 고객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지킬 수 있다.

◼  경험적 증거구축: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의 기상이변을 

분석해 기상이변이 고객과 신용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통찰을 얻으면 미래 분석에 절실히 필요한 입력정

보를 얻게 된다. 사내 지형공간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RBC는 과거에 일어난 기상이변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상이

변과 부동산 가치 및 차입업체의 시나리오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을 개선하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데이터 통합: 다양한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세트는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견실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반드

시 결합해야 한다. 데이터 세트와 데이터 세트 분석을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RBC는 여러 기후 및 고객 관련 

요소들 또는 원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  예측 분석: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의 수행은 방대하고 복잡한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적용이 이상적이며 예측 분석 개발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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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물리적 리스크 평가의 기초가 되는 증거 기반에 필요한 개선을 알아내기 위해서 기후 및 경

제 연구조사 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개선의 핵심 분야는 점진적 기후 변화 및 기

상이변의 앞으로의 변화에 관한 공간 데이터, 보다 상세한 영향 모델데이터(예: 작물 생산량에 미치

는 영향)이다. 물리적 리스크 방법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무그룹의 많은 은행은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가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존재하게 되었다. 물리적 기

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조사도 필요하다.

기상이변의 전체 분포를 보여주는 데이터 세트는 은행의 기상이변 영향 분석에 가치 있을 것이다. 홍

수 및 사이클론에 대한 기상이변 분석의 현재 한계점 중 하나는 온라인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제

공한 특정 주기를 분석함으로 써(예: 100년에 1회 또는 200년에 1회 홍수) 은행은 주기의 전체 분

포 중에서 개별 지점의 샘플만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차입업체들이 직면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기지 대상 부동산이 105년에 1회 홍수에 노출된 지역에 있는 

경우, 이것은 200년에 1회 홍수지도에서 표시될 것이지만, 100년에 1회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을 것

이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또한 갑작스런 가뭄과 장기 가뭄의 영향도 과소평가할 수 있어서 이 분야

에 대한 추가 연구조사가 유용할 것이다.

추가 연구조사 및 분석은 기상이변의 앞으로 변화에 대한 공간 데이터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3 섹션에서 논했듯이, 시범운영 물리적 리스크 방법의 접근 방식은 첫째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사

용해 과거 기록을 토대로 기준(현재) 주기 또는 빈도를 제공한 다음, 연구조사 및 모델을 활용해 이

러한 주기 또는 빈도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추정하는 2단계 과정이다. 보다 나은 접근방식은 

은행이 미래 기상 이변의 빈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웹기반 공간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하는 것이다. 그

러한 예의 하나는 프린스턴 기후 분석(Princeton Climate Analytics)(2.3섹션의 상자 2.3에서 설

명한 것처럼)이 개발한 세계 가뭄리스크(Global Drought Risk) 결과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의 가정

과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물리적리스크의 거시경제적 영향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더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 거시경제 모델링 접근방식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

한 추정값을 제공한다. 게다가, 물리적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 이자율과 같은 보다 넓은 거시경제 

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거시경제적 영향은 중요할 수도 있

으나 본 시범운영 방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부족 및 미래의 연구조사 필요사항은 상

자 5.2에서 논한다.

5.2. 연구조사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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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5.2: 기후 변화와 물리적 리스크가 은행의 수입 및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

저술: 비비드 이코노믹스(Vivid Economics)

물리적 기후 리스크의 거시경제적 영향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왔나?

경제학자들은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3

가지 주요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첫째 가장 오래된 방식은 종종 ‘열거(enumerative)’ 접근방식이라

고 부른다. 이 접근방식은 일반적으로 농업, 해안 지대, 에너지, 물

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문들에 걸쳐 물리적 영향 모델링을 검토한

다. 이러한 연구에서 기온 섭씨 1도 상승당 작물 생산성 감소와 같

은 물리적 측면의 수량화된 반응을 얻은 다음, 이러한 반응의 ‘탄

력성(elasticities)’에 가격을 곱해 궁극적인요 이점은 소위 ‘비시장

(non-market)’ 경제 영향, 예컨대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이나 다른 거시경제적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은

행의 리스크 관리에 직접 연관성은 없다.

 이 접근방식의 단점은 이러한 연구의 많은 측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고, 부문들 전반의 영향을 합하거나 

열거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이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원래 무역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경제학자

들이 개발한 연산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델을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 연구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다.31 이러한 모델은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여러 부문 사이의 모든 가능한 연결을 통

합하여 열거 접근방식의 주요 단점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접

근방식의 주요 단점은 열거 접근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모

델의 교정 및 검증에 필요한 경험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 접근방식은 명백히 경험적이고, 관찰한 기후 조건의 변

경제학자들은 약 30년 동안 국가/지역 경제 및 세계 경제 수준

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델링해 왔다. 그러나, 영향의 규모 및 

어떤 경우에는 영향의 신호에서까지 큰 의견 차이와 불활실성이 

있지만, 모든 연구는 기후 변화가 상품과 서비스의 총 생산량(즉, 

GDP)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가뭄 동안 작

물의 손실 같이 직접적으로 생산량에 손상을 주고 파괴함으로써, 

공장과 운송 인프라와 같은 생산 요소를 손상하고 파괴함으로써, 

또는 요소 생산성(factor productivity)을 낮춤으로써(또는 때로 

높임으로써) 영향을 준다.24

기후 변화가 사실상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

에 대해 훨씬 덜 연구되긴 했지만, 임금과 같은 경제의 다른 가격

이 적응이 느린 경우,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잠재성

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 인플레이션 영향은 특히 기상이변 후에 

심할 수 있다.25 -26 또 한편, 기후 변동은 수요 측면의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 시스템의 원만한 기능에 손상을 

주거나 소비자가 덜 소비하게 만드는 기상이변의 경우에 그렇다.

이것은 다시 통화 정책 체제에 따라, 기후 변화 의 예상치 못한 인

플레이션 영향은 실질 이자율의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경제학자

들은 동의한다. (i) 국가의 평균기온 및 강우, 기온 및 강우 변동성, 

해안 저지대를 통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노출과 같은 물리적 노출,

(ii)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민감도, (iii) 적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24 국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GDP 성장, 인플레

이션, 이자율에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기후 변화가 환

율 및 국가 무역 위치의 다른 측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 변화가 세계 여러 곳의 투자위험프리미엄

(equity risk premium)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27-28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변동성, 위험자산 수익률과 전반

적인 경제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수

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렇게 한다. 기후 변화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가 그렇듯이, 이 주제에 

관한 연구조사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없지만, 그 정도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을 이번 은행의 물리적 리스크 평가에 감안

하지 못했다. 더구나, 높은 수준의 거시경제적 영향이 은행의 리

스크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질적이고 경험적

인 이해가 부족하다. 종합해 볼 때,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이 은행 활동에 미치는 물리적 리스크 의정량화는 이번 시범 운

영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

는 노력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전환 리스크와 대조를 이룬다. 전

환 리스크의 경우, 물리적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은 크지

만, 증거 기반이 더 크고 확실하며, 에너지 시스템 모델의 예측도 

더 신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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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조사는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맞춰져왔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효율

적인 기후 변화 완화 수준에 관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기후 변화 

그러므로, 물리적 영향 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비율로 나타

내는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분

석은 금융 리스크를 정량화하거나 투자자와 다른 금융기관이 알고 

싶은 더 광범위한 질문에 답하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기후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국가를 넘어 지역,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는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를 알기 어렵게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GDP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그렇다고 추

정한다.35

최근까지 위에 설명한 3가지 접근방식의 모델 제작자들 모두가 

합의하는 바는 산업시대 이전 평균 기온에서 2.5-3°C 상승(배출

을 상당히 감축하지 않으면 21세기 후반에 다다르는 수준)은 기

후 영향이 없는 시나리오에(즉, 이것은 성장률 측면에서 훨씬 영

향이 적은 상황) 비해 세계 GDP가 약 1-3% 감소한다는 것이었

다.35 하지만 이러한 모델제작자들은 그 보다 더 높은 기온 상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훨씬 합의가 적었다.

기후 시스템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지에 대해 일부는 비교적 낙관적이었고 일부는 손실 증가를 지적

했다.36

연산일반균형(CGE) 모델링은 2.5-3°C 상승 범위에서 전반적인 

추정값을 생산하는 한편으로, 일반 균형 경제 영향은, 주로 상대

적 가격 변화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재할당하고 그렇게 전반적인 

영향을 줄임으로써 첫 번째 기후 영향을 받을 때보다 기온 상승

이 더 높을 경우 경제가 기후 변화에 적응 하도록 돕는다고 말해

준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가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그래서 에너지가 더 비싸지는 경우, 전반적인 경제적 비용은 

에너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다른 에너지를 구

매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예: 에너지 효율적인 자본에 투자).

이와 대조적으로,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사용해 기후 변동

이 GDP성장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을 추정한 최근의 연구들은 성

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33 그런 다음, 추정된 영향

을 미래의 기후 변화에 적용하면 한 자릿수 더 큰(예: 2°C 상승에 

세계 GDP의 최대 25%) GDP에 대한 영향을 시사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거시경제의 광범위고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연

구는 또 한 상당한 지역별 차이를 시사한다. 한 연구는 4°C 상승

은 2100년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

우 GDP 약 75% 하락과 유럽의 GDP 50%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한다.33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추정값의 신뢰 수준은 낮다. 이러한 영향을 추정하는 각각의 접

근방식은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두가 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련의 기후 조건을 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

에(예를 들어, 기후의 티핑포인트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는 어떻게 될지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사실상 전혀 없음) 어려움

을 겪고 있고, 어느 접근방식을 취하든 전반적인 기온 상승의 정

도 및 속도와 같은 기후 불확실성까지 존재한다. 모델링에는 이 

불확실성도 감안되어야 한다.

동성을 사용해 관찰한 거시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주로 국

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주요 이

점, 특히 많은 국가와 수년 기간(패널 데이터)로 구성된 최근 연구

의 장점은32-33 개연성 있는 원인(기후)과 결과(거시경제의 변화)

의 식별이다.

주요 단점은 과거 기후 변동의 영향, 일반적으로 연간 단위와 같은 

짧은 기간 기준의 영향은 미래의 점진적 기후 변화를 위한 좋은 대

용물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뭄, 홍수, 폭풍과 같은 기상이변의 경제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도 많다.34

지금까지의 거시경제적 영향 평가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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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은행이 직면한 여러 카테고리의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는 신용 및 시장 리

스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신용 리스크는 신용 및 상환 이력, 현재 지표 및 앞으로를 내다보

는 지표를 포함한 리스크 요소들을 토대로 개별 대출의 수준에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개별자산/대출에 대한 간접적인 리스크 요소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본 시범운영에 적용된 방법에 따라 부문 수준에서의 

상세한 모델링을 통한 기후변화가 차입업체의 신용 리스크에 직

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은 은행 

대출을 받는 기업의 자산 손상 및/또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직접적 영향에 더해 인플레이션 수준, 소비자 지

출, 기타 요소를 포함한 보다 넓은 거시경제 환경 역시 대출을 상

환할 기업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대출의 수준이 아

닌 은행 수준에서 신용 리스크는 또한 은행 장부(banking book) 

즉 신용 리스크와 여러 대출 사이의 관계와 관련한 포트폴리오 고

려사항에 의해 분명 영향을 받는다.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또한 은행의 시장 리스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장 리스크에는 이자율 리스크와 은행

이 거래 장부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시장 리

스크를 포함한다. 은행 자산에 대한 이러한 보다 넓은 범위의 시

장 리스크 의 원천으로는 주 식 리스크(equity risk), 상품 리스

크(commodity risk), 통화 리스크(currency risk) 등이 있다.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은행에 미치는 신용/시장 리스

크 사이의 연결에 관한 더 많은 연구조사가 긴급히 필요하다. 현

재 존재하는 소수의 연구조사는 주식 포트폴리오(equity por 

tfolio)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식 포트

폴리오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통해 은행의 시장 리스크에 영

향을 준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차 기후 변화가 주식 포트폴리오

(equity por tfolio) 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연구조사할 때는 매

우 광범위하게 수행 했다. 예를 들어, 양식화된 시나리오 하에서 

완전히 다각화된 세계 주식(global equities) 포트폴리오의 최대

예상손실액 (Value at Risk) 추정 값을 구하는 식이었다.37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조사가 필요하고, 신용 리

스크, 이자율 리스크, 상품(commodity) 리스크, 통화 리스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기후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리스크에 직면한 은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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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지원할 분석 플랫폼과 툴 개발

분석 및 조언 제공 기업은 은행이 포트폴리오의 물리적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하도록 플랫폼과 툴을 

보다 개선할 수 있다. 실무그룹 은행 중 2개가 유틸리티 포트폴리오의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

해 적용한 블룸버그 맵스(Bloomberg MAPS)와 같은 공간 분석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다(3장 사례 

연구 참조). 이 지형공간 툴은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를 결합해 분석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공한다. 기

상이변 및 점진적 기후 변화 영향에 관한 지리데이터, 차입업체의 시설위치, 해당 기준 재무 및 생

산량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능력은 또한 리스크 집중 지역을 식별하

고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촉진하게 돕는다. 이러한 플랫폼은 추가적인 부문 및 기후 

변화 리스크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차입업체의 가치사슬(공급과 수요 포

함)의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도 지원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리스크

는 원자재 및 기타 재료 문제, 유통망 장애를 포함한다. 이것은 2011년 태국의 홍수로 잘 드러났다. 

당시 세계의 1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차질을 입고 총 경제비용 450억 달러가 손실을 입었다.38 수

요 측면의 리스크 및 기회는 소비자의 주요소비품목과 난방 및 냉방에너지 요건과 같은 시장의 변

화를 포함한다.

부문과 국가별 기후 변화 적응 투자 필요사항에 보다 종합적인 시장 평가, 특히 은행의 금융지원 수

요의 규모 및 시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시장평가는 은행이 고객에게 적응 투자 자금을 공급함

으로써 고객을 지원할 기회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리스크 평가의 품질과 현

실성(realism)을 개선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장평가의 부족 때문에, 농업 및 에너지 부문의 시범

운영 물리적 리스크 평가 방법은 단지수익 및 매출원가(COGS)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부도율의 

변화를 평가한다. 차입업체는 이러한 영향에 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분명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현실적이지 못한 가정이다. 아래에서 강조하듯이 이러한 주제에 관해 차

입업체와 직접 소통하면 보다 나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5.4. 은행 및 차입업체 사이의 물리적 리스크 및 적응에 관한 정보 흐름 개선

은행은 차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 및 적응 투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기후에 민감한 부문의 일부기업은 기후 변화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적

응 계획을 개발하고, 적응 조치에 투자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리스크 평가결과 및 적응투

자(계획이든 실행한 것이든) 정보를 공개하면 은행이 보다 정확하게 대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이 고객의 투자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지원할 기회도 식별할 

수 있다. TCFD 권고사항에 부합하여 기업이 앞으로 공개를 잘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 교환을 촉진

하는 증거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5.5. 정부 및 보험회사와의 대화 개선

정부는 홍수 예방 조치, 기후 관련 인프라 기준, 재난 리스크 관리 체계, 보험을 위한 금융 지원 등, 

기상이변과 점진적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필수적인 리스크 완화 조치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위

험성 지도(hazard map)(예: 홍수 리스크에 대해)도 발간한다. 이러한 지도는 공간 계획 의사결정을 

안내하는 지침이 되고 보험 및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정부는 전반적인 국가비전, 전

략,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기업 포함)가 적응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지

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의 정부 정책 및 규정은 은행의 차입업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다. 정부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지를 아는 것은 은행이 차입업체의 물리적 기후 리스

크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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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수십 년 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 앞으로 

보험 이용가능성 및 가격책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불확실하다. 시범운영은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의 현재 보험가입 상황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거의 없음을 발견했다(부

동산과 농업의 경우 데이터가 더 많긴 하다). 또한, 기후 변화 때문에 보험 시장이 어떻게 변할 지, 그

리고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변할지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조사는 부록B: 

보험에 관한 연구조사결과에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시범운영 방법에는 기

상이변으로 인한 차입업체 손실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소에 보험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회사와 정

기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6. 결론

차세대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위한 이러한 개선점 제안은 은행에게 물리적 기후 리스크 및 

기회분석이 주요업무가 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본 시범운영은 이러한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실무그룹 은행들은 이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방법을 반복실행하면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분석은 은행의 의사결정의 일부로 통합되고 전략적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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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IP 농업 모델 상호비교 및 개선 프로젝트(Agricultural Model Intercomparison and 

Improvement Project)

AR5 IPCC의 5번째 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PCC)

BAU 현재와 같은 수준의(Business-as-usual)

CapEx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CDP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GE 연산일반균 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MIP5 결합모델상호비교프로젝트 5단계(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RE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CVRA 기후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Climate Vulnerability and Risk Assessments)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LOPROS 홍수예방기준세계데이터베이스(An evolving global database of FLOod 

PROtection Standards)

GCECA 글로벌기후적응센터(Global Centre for Excellence on Climate Adaptation)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RE 수입이 창출되는 부동산(Income Producing Real Estate)

LTV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MPCI 다재해 작물 보험(Multi-peril crop insurance)

MSL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MSMEs 초소규모 기업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AP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DC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pEx 운영지출(Operational Expenditure)

PCA 프린스턴 기후 분석(Princeton Climate Analytics)

PD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GF 프린스턴 세계 입력(Princeton Global Forcing)

RCP 대표 농도 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WA 리스크 가중 자산(Risk-weighted asset)

SME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CFD 기후 관련 금융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VIC 변수침투능 (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UNEP FI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Finance Initiative)

부록 A: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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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험은 중요한 기후 리스크 관리 툴로, 가정, 기업, 정부는 기후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넘겨 기상이

변 관련 단기 및 장기손실을 줄인다. 최근 전세계 날씨 및 기후관련 손실 및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

험업계가 계속해서 관련보험을 제공할지는 앞으로의 기후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현재 및 미래의 보험 제공이 어떻게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기상이변 리스크를 완화해 줄지를 조사하

기 위해 다음 두 주요 질문에 대해 연구조사를 수행했다.x

1. 관심 부문(예: 농업, 에너지 등)에서 기상이변에 대한 현재 보험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2.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의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 보험 제공(예: 보험료, 보험 청구액 본

인 부담분(excess), 예외)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연구조사는 상업용 부동산 보험의 주요한 3개 카테고리, 즉 건물 피해와 건물내 내용물 피해 및 기업

휴업; 공급체인 또는 기업휴업보험 (non-damage business interruption, NDBI)39; 작물보험(농

업부문)과 같은 부문별 보험을 다루었다.

핵심 발견사항

상업 부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별 보험 적용 범위에 관한 공개 데이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의 규제기관과 업계 단체는 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입수한 가장 자세한 정보는 프랑스에 관

한 정보였는데, 기업 100%가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 들고, 약 50%가 기업휴업 보험에 

들어 있었으며(이것은 농업의 50%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종류의 보험에 대한 데

이터는 없었다.y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부문에 걸쳐 기업(대기업만)의 보험가입률은 “높은”것으로 

추측되었다.z 몇몇 세계적 조사데이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6년 64개국의 526개 기업을 조

사한 결과 43%는 공급체인에 대해 전혀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다.40 또 다른 연구는 데이터를 제시

하지는 않았지만, 비상 기업 휴업 보험(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가입률은 

세계적으로 낮다고 진술했다.41

부동산 부문과 농업 부문에는 부문별 데이터가 존재한다. 은행이 제공한 정보는 많은 국가의 경우, 

은행 및/또는 국가는 부동산 모기지에 대해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단, 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은행은 모를 수 있다). 보험에 일반적으

로 포함된 재해는 국가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표준 주택 보험에는 홍수가 포함되어 있

지만 미국에 서는 홍수가 제외되어 있어 따로 들어야만 한다. 농업부문의 경우, 소수의 국가는 국가

가 규제하는 농업 보험이 있고, 일부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 적

용 가능한 농지 중 90%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연방정부 다재해 작물 보험(multi-peril crop 

insurance scheme, MPCI)의 적용을 받는다.

x.  연구조사는 방대한 문헌 검토, UNEP FI의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팀과 협력

해 본 시범운영 관련 모든 국가의 국가 보험 규제당국 및 업계 단체와 협의, 기후 리스크 보험 분야의 핵심 업계 및 학계 전문

가와 1대1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y.  FFA(Fédération Française de l’Assurance가 UNEP FI PSI를 통한 정보 요청에 응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함.

z.  호주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이 UNEP FI PSI를 통한 정보 요청에 응해 제공

한 정보를 토대로 함.

부록 B : 보험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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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보험을 볼 때, 많은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요소가 보험회사의 보험 제공 결정에 영향을 준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이러한 요소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공급 측면의 관

련 요소는 리스크 이해, 자본 액세스, 시장조건, 규제, 추정 손실 등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부유함, 보

험료를 지불할 의향, 새로운 정책 및 규제 등이다.42 이러한 요소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 변

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불능력에 대한 새로운 규정, 기후 리스크 증가에 따른 공개 

요구는 보험회사와 보험을 구매하려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과거 기후 관련사건 후 보험 적용 범위를 좁히거나 보험을 없앴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

문에 보험 적용(및 보험료)이 얼마나 변화할지를 살펴 본 문헌발간물은 거의 없다. 연구발간물은 소

수 있지만,43 더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기후관련 재해의 강도 및 빈도증가로 보험

공급이 줄어든 경험적 증거가 몇몇 있다. 2012년 의한 연구는44 자연재해 및 규제가 미국재산보험회

사(property insurer)들의 보험공급결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고, 주택소유자보험(homeowners’ 

insurance)의 경우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응해 보험 적용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 시장에서 보험적용을 줄이거나 보험을 없앤 적도 있

고, 특정 기후 재난으로 인해 보험 적용을 줄이거나 보험을 없앤 사례 연구도 있다. 그중 다음의 예

를 선택했다.

◼  카리브해지역: 1992년 허리케인앤드류(Andrew)와 이니키(Iniki)가 미국과 카리브해 지역을 강

타한 후 보험 업계는 재보험 비용을 높이고, 보험 적용 범위를 상당히 줄였다. 하와이보험그룹

(Hawaiian Insurance Group)은 기존 보험을 쇄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보험을 없앴고, 이것

으로 다른 보험 회사들도 태평양 및 카리브해 섬나라들에서 보험을 없앴다.45

◼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홍수보험 침투율이 98%이지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으며 보험료

가 점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코크(Cork)주가 그렇다.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실제로 홍수 보험에 어느 정도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지, 위험이 높은 지역

에서는 어느 정도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없지만,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

로 오르고 있고 공제 조항과 같은 조건이 첨가되고 있어 주택이나 기업소유자들이 홍수보험에 들

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46

◼  호주: 2012년, 썬코프(Suncorp) 보험회사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홍수를 경험한 퀸즐랜드주

의 2개 도시 주택소유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보험은 홍수예방 시설이 건설된 후 다시 재개

되어 리스크 감소 조치의 확립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47

◼  전세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초래한 2011년 태국의 홍수 후, 많은 다국적 기업은 비상기업

휴업(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보험 보험금지급을 요청했고, 그래서 런던의 로이드

(Lloyd’s)사는 미화 22억 달러를 지급했다. 이 사건 이래로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예외 조항

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조치를 취해 이러한 간접적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했다.48

이러한 사례 연구는 앞으로 물리적 리스크 수준 증가로 예상치 못한 손실 초과가 발생할 때 보험 시

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보험회사는 특정시장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보험을 없애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 지급 능력이나 보험 가입 가능성이 위협 받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 오르는 보

험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49 일부의 경우, 정부는 이미 시장이 미비한 곳

에 개입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홍수 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에서는 홍수 보험 보험료를 보다 지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지원한다. 영국의 

경우, 플러드리(Flood Re) 계획은 보험 업계가 정부의 감독 하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

격으로 홍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영리 보험 풀(po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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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구에 따르면 상업 분야와 지역 전반에 걸친 공공 데이터가 부족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향후 보험 

제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국가 보험 규제 기관, 업계 협회 및 

보험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연구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부족은 향후 회사

의 보험 혜택 제공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기후위험 변화는 제외). 따라서 이 현상은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 적용 범위의 추정치를 산정하는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현재 보험 관련 공개 자료

와 합의의 부재를 고려할 때, 은행, 대출자, 보험사간의 활발한 참여는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

로 기존 보험 보장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는 은행이 정

부 및 금융 수준의 보험 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 자산 전반에 걸쳐 운용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과거의 지형적, 관심분야에서 범위를 좁히거나 중단한 경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투명성과 미래 지향적인 공시 수준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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