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그래픽: 2020년 8월 그림으로 보는 세계경제 

출처: 2020년 8월, 슈로더 CS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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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
평균 기온이 12°C 미만인 
국가들은 온난화로 혜택을 
입을 수 있음

추운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로 주식시장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음 

기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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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있음
그러나 완화 노력이 
없을 경우 기온은 
2100년까지 4°C 
상승할 수 있음

이는 모든 시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하지만 따뜻한 국가에서는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음

석탄,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좌초 자산'이 되며 그 이유는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매장량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

이러한 매장량을 소유한 기업의 
가치는 이를 개발하지 못 할 경우  
하락 할 수 있음

중국, 러시아, 미국 
및 인도는  화석연료 
매장량이 가장 많음

향후 30년간 2100

4˚C

완화 노력:
예: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 

좌초 자산
석유, 가스, 석탄  
매장량 개발 없이 방치

글로벌 주식:
기후 변화로 인해 연간 
수익률이 3.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vs.1, 
기후변화가 없는 경우 4% 

상장 회사 매장량의 탄소 배출량

1MSCI 국제지수(ACWI) 30년 연간 수익률 전망

출처: 2020년 2월, 슈로더. 30년 연간 수익률 전망치. '기후변화' 전망은 다음 가정에 기반함. 1) 매년 0.04도씩 기온 상승,  
2) 2030년부터 배출된 탄소 1톤당 세금 50달러 부과, 3)석유 및 가스 매장량의 60%와 석탄 매장량의 80%가 개발되지 않음 

기후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예측하나요? 

기후변화의 불편한 진실

좌초 자산 리스크가 가장 큰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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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브라질

출처: MSCI, Refinitiv Datastream, 슈로더,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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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