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장수위험 요구자본 관련 이슈

1. 시나리오 방식 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Solvency II는 모든 보험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충격 방식 이외에 VaR 99.5%라는 기준에 맞게 재량적으로 장수위험을 계산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시나리오 방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되

는 표준모형의 경우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 능력이 충분하

다면 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서 시나리오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없으

나, 향후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면 보험회사가 자사의 위험

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VaR 방식으로 장수위험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Borger(2010)는 보유기간 1년의 VaR 99.5%의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

다. 내부모형에 의한 지급능력 요구자본 
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이때  는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시점의 자산 에서 시점의 최

선추정부채를 차감한 값이다.


 arg 


  ≤ 

즉, 사망률 개선으로 야기된 순자산가치의 감소(

 )로 인한 보험회사의 

1년 이내 파산확률을 0.5% 이내로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경제적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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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가 장수위험의 지급능력 요구자본()이다. 

1시점의 자산 은 0시점의 자산  및 의 운용수익과 1시점 현금흐름 의 합

이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1시점의 현금흐름은 연금지급액에 해당하므로 음수가 된

다. 편의상 운용자산 수익률과 할인율은 모두 로 같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므로 내부모형에 의한 지급여력 요구자본 
은


 arg

 
   ≤ 

로 재정의된다. 결국 내부모형에 의한 장수위험은 사망률의 확률적 시나리오를 통해 

계산된 연금부채의 VaR값(


  )과 사망률의 기대값으로 계산한 연

금부채 최선추정치의 차로 측정된다.

위 식을 살펴보면 VaR 방식으로 계산된 장수위험이 두 가지 요소로 분리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나는 1시점의 현금흐름 에 영향을 주는 1년 후 사망률의 변동성

위험이며, 또 다른 하나는 1시점의 연금부채 최선추정치 에 영향을 주는 1년 이

후 기간의 사망률 추세위험이다. VaR 방식을 이용한 장수위험의 측정은 이 두 가지 요

소를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간단하지 않다. 

Richards et al.(2012)은 VaR 개념의 장수위험 측정 방식으로 2단계 추정법을 제안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아래의 절차를 통해 VaR 방식의 장수위험을 

측정한 후 K-ICS의 충격 방식과 성별·연령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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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망률 예측에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래 사망률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Lee-Carter 모형이 있다. Lee-Carter 모형은 1992년 인구통계학

자인 Lee와 Carter에 의해 개발된 확률적 사망률 모형이다. Lee-Carter 모형은 로그변

환 사망률을 연령효과(Age Effect)와 기간효과(Period Effect)의 선형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Lee-Carter 모형은 연령 간 평탄성(Smoothness)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별 사망률이 들쑥날쑥해지고, 연령과 기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없으며,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태어난 해에 따라 사망률 개선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현상)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한계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후속 모형들이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Lee-Carter 모형은 모형의 단순성과 추정의 용이함으로 인해 사망률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를 연도에 세인 평균 인구, 를 연

도에 세인 사망자 수라 정의하면 연도에 세의 사망률(Crude Death Rate)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Lee-Carter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ln     

이때 는 각 연령에 대한 평균적인 사망률 패턴을 나타내며, 는 전반적인 사망

률 개선 추세를 보여주며, 사망률 지수(Mortality Index)라고도 한다. 는 에 대한 

각 연령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는 오차항이다. Lee-Carter 모형은 로그 사망률 

ln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이나 연금보험 부채 계산에 사

용되는 연도에 세의 사망확률  (또는 )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와 

의 관계를 이용하여 변환해야 한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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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arter 모형을 통해 미래 사망률을 예측하는 경우, 계수인 ,  그리고 를 

추정한 후, 사망률 개선 추세를 나타내는 를 ARIMA 모형으로 식별(Identification)한 

후 예측(Forecasting)하여야 한다. 

Lee-Carter 모형은 ln 를 종속변수로 하고 를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모형으

로 보이지만   자체가 실제 데이터가 아닌 추정되어야 할 모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으로는 추정될 수 없다. 또한 계수 추정치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의 제약이 부과된다.

Lee and Carter(1992)는 Lee-Carter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특이값 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Wilmoth 

(1993)가 제시한  최대우도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Lee-Carter 모형의 추정과 예측에는 J.P.Morgan이 제공하는 Lifemetric 

프로그램의 R-code를 일부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는 ARIMA(0,1,0) 모형으로 표현되며 이때 의 예측치는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생성된다.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1983~2015년, 15~89세 추계인구 및 사망자 수 데이터를 이용

하여 Lee-Carter 모형의 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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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 결과 2)   추정 결과

3)   추정 결과

<그림 Ⅳ-1> Lee-Carter 모형의 계수 추정 결과  

평균적인 사망률 수준을 나타내는 추정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

한 남녀 모두 사망률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 추세를 나타내

는 추정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는 남녀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으며, 변동성이 작은 직선의 형태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연령에서 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추정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방식을 통한 장수위험의 측정은 1년 후 사망률의 변동성 위험과 1년 후 사

망률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1년 이후 기간의 사망률의 추세위험을 모두 고려하기 위



장수위험의 요구자본 관련 이슈 41

하여 2단계의 추정절차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1983~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확률적 사망률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고, 잔차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2016년의 사망

률 시나리오를 회 생성한 후 통계청의 2016년 추계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사망자 수 데이터를 생성한다. 

2단계에서는 m개의 2016년 인구 수 및 사망자 수 시나리오를 1983~2015년까지의 

실제데이터에 추가하여 1983~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구성한 후, 다시 한번 확률적 

사망률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고 2016년 이후 미래 사망률의 기대값을 계산한다. 2016

년 이후 미래 사망률의 경우 시나리오를 생성하지 않고 기대값만을 계산하는 이유는 

사망률의 추세 변동만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2단계에 걸쳐 구해진 미래 사망률 시나리

오를 이용하여 연금부채의 VaR값을 계산하고 연금부채 최선추정치와의 차로 지급능

력 요구자본()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단계 

Step1: 1983~2015년, 15~89세 남성 인구 및 사망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률적 

사망률 모형의 계수 추정

Step2: 잔차 부트스트랩 방식을 이용하여 2016년의 연령별 사망률 시나리오를 회 

생성한 후, 통계청의 2016년 추계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인구 수 및 

사망자 수 시나리오를 생성 

2단계 

Step3: 개의 2016년 인구 및 사망자 수 시나리오를 추가한 개의 1983~2016년, 

15~89세 남성 인구 및 사망자 수 데이터셋에 대해 확률적 사망률 모형의 계

수를 재추정

Step4: 2016년 이후 미래 사망률의 기대값 산출

Step5: 개의 2016년 사망률 및 2016년 이후 미래 사망률 기대값 시나리오를 이

용하여 연금부채의 크기를 계산

Step6: 연금부채의 VaR값을 계산하고 연금부채 최선추정치와의 차로 지급여력 요

구자본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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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사망률 시나리오 예시  

             자료: Richards et al.(2012)

Lee-Carter 모형으로 예측한 사망률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VaR 99.5%의 시나리오 

방식과 17.5%의 충격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장수위험 위험계수(요구자본/준비금) 

결과는 <표 IV-1>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전반적으로 시나리오 방식의 위험계수가 

충격 방식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나리오 방식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는 불확실성이 적고 먼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고연령으로 갈수록 한계연령까지의 듀레이션이 짧아지기 때문

이다. 여성의 경우 시나리오 방식으로 인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효과는 남성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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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연령 충격 방식 시나리오 방식 연령 충격 방식 시나리오 방식

17 0.90 0.61 17 0.13 0.11

22 1.14 0.71 22 0.20 0.17

27 1.45 0.83 27 0.32 0.24

32 1.84 0.95 32 0.50 0.34

37 2.33 1.09 37 0.76 0.47

42 2.90 1.22 42 1.10 0.62

47 3.48 1.31 47 1.47 0.76

52 3.87 1.32 52 1.78 0.84

57 4.50 1.39 57 2.25 0.97

62 5.60 1.56 62 3.10 1.22

67 7.06 1.75 67 4.27 1.50

72 8.89 1.95 72 5.87 1.84

77 11.19 2.20 77 7.99 2.24

<표 Ⅳ-1> 충격 방식과 시나리오 방식 위험계수 비교 
(단위: 세, %)

충격 방식은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업계의 평균적인 요구자본 계산방식보다는 가장 위험이 큰 보험회

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요구자본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보험

회사가 자사의 계약자 특성을 반영하여 장수위험 요구자본을 계산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방식의 경우 요구자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별·연령별로 시나리오 방식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완

화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성 고연령 계약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보험회사의 경우 시나리오 방식의 요구자본 산출 유인이 강할 수 있다. 시나리오 방식

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사의 계약자 속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방식을 활용

할 것인지 충격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방식 요구자본 

산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방식의 경우 시나리오 생성 과정이 복잡하고 적

절한 가정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에

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며, 요구자본 경감 정도와 측정비용을 고려하여 회사별로 적절

한 요구자본 산출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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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Ⅳ-1>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방식의 장수위험 위험계수가 충격 방

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충격 방식 시나리

오인 사망률 17.5% 감소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을 수 있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K-ICS상의 사망률 시나리오는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ICS

는 장수위험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로 사망률의 17.5%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

럽 Solvency II의 20% 감소 충격에 비해 다소 완화된 가정이다. ICS는 장수위험 충격시

나리오 산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국의 대표적인 보험회

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충격수준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고 적용방식을 수정하여 

왔다. 2015년 필드 테스트 당시에는 장수위험 사망률 충격 수준을 Solvency II와 동일

한 20%로 설정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사망률 개선 추세의 1%p 증가, 사망률 수준

의 15% 감소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각국 보험회사들의 설문 결과 사망률 개선 

시나리오 설정에서 추세와 수준을 구분하는 방식보다는 수준으로 통합하는 단순한 방

식을 선호하며, 충격수준의 범위는 15~20%가 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

라 2017년 이후 필드테스트에서는 17.5% 충격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다.6) 우리나라

의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는 각국의 의견이 반영된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을 반영하여 17.5%의 충격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 EIOPA는 Solvency II의 장수위험 사망률 충격 시나리오인 20% 개선 충격에 대

해 최근 적절성을 검토한 바 있다.7) EIOPA는 Human Mortality Database에서 얻어진 

유럽 7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의 1985년에서 

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Lee-Carter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VaR 99.5% 수준의 사

망률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연령별로 검토한 결과 28세 이후에는 

20%의 사망률 개선 충격이 장수위험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EIOPA에서 VaR 99.5% 수준의 사망률 충격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방식은 

6) IAIS(2017)

7) EIOP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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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arter 모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본 보고서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VaR 99.5% 수준의 연령별 기대여명과 20% 충격 방식의 연령별 기대여명

을 비교하여 27세 이하의 경우 충격 방식 기대여명이 VaR 방식보다 소폭 낮게 나타나

고 28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20% 충격 방식에 의한 기대여명이 VaR 방식의 기대여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EIOPA(2016)에 의하면 VaR 99.5%에 상응하는 사망률 충격 

수준이 0세 약 22% 수준으로 시작해 28세에 20%, 100세에 0%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인다. 약 42세 이후에는 VaR 99.5%에 상응하는 사망률 충격 수준이 17.5% 이

하로 하락한다.

측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유럽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

지만 동일한 기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Lee-Carter 모형에 의해 추정된 사망률 지수

( )의 변동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유럽 주요국과 우리나라 사망률 변동성 정도의 차

이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e-Carter 모형에 의해 예측한 

미래 사망률의 변동성은 사망률 지수( )의 변동성을 통해 야기된다. Human Mortality 

Database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사망자 수 데이터는 2003년 이후만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본 장에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통계청의 추계인구와 사망자 수 데이터를 사용하였

고 유럽 7개국 중 데이터 기간이 짧은 독일(통일 문제로 1990년 이후만 제공됨)을 제외

한 6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의 데이터는 Human 

Mortality Database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표의 인구 및 사망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망률 지수( )는 EIOPA(2017)과 마찬가지로 ARIMA(0,1,0) 모형에 적합하였으며, 각

국의 사망률 추세 개선추세 와 잔차 의 표준편차 계산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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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평균 -1.632 -0.796 -0.832 -0.763 -0.667 -0.755 -1.001

표준편차 0.515 0.578 0.540 0.634 0.700 0.667 0.614

<표 Ⅳ-2> 유럽 6개국과 우리나라 사망률 지수 변동성 비교 

<표 Ⅳ-2>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률 지수의 표준편차는 유럽 주요 6개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유럽 6개국 중 사망률 지수의 표준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영

국(0.540)과 가장 높게 나타나는 폴란드(0.700)는 우리나라(0.515)에 비해 각각 4.9%, 

35.9% 높은 수준이며, 유럽 6개국 표준편차 평균치는 0.622로 우리나라 사망률 지수 

표준편차보다 20.8%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망률 데이터를 기반

으로 VaR 99.5%에 상응하는 사망률 개선 충격 수준을 측정할 경우 EIOPA(2016)의 결

과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ICS의 17.5% 충격과의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ICS의 

17.5% 충격이 우리나라 장수위험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망률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구

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림 Ⅳ-3>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망

률 개선 정도는 유럽 6개국에 비해 매우 가파르며 큰 변동없이 매끈하게 하락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 유럽 주요국과 우리나라 사망률 지수( )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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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유럽 등과 달리 특정 기간(1972~1987년)에서 사망률 지수( )의 급격한 

개선을 보였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급격한 사망률 개선이 일어났던 기간에서 사

망률 변동성이 매우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Ⅳ-4> 일본 사망률 지수( ) 추이 

Human Mortality Database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전 구간의 사망률 지수는 연

평균 1.04씩 하락하였으며, 표준편차는 1.35로 측정된다. 그러나 사망률이 급격한 개

선을 보였던 1972~1987년 기간의 사망률 지수는 연평균 1.31씩 하락하였으며, 표준편

차는 0.63으로 전체구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률 개선 추세가 둔

화된 1988~2016년 기간의 사망률 지수는 연평균 0.77씩 하락하였으며, 표준편차는 

0.77로 나타난다.

구분　 전체 기간 1947~1971년 1972~1987년 1988~2016년

평균 -1.04 -1.18 -1.31 -0.77

표준편차 1.35 2.06 0.63 0.77

<표 Ⅳ-3> 일본 기간별 사망률 지수 변동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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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망률 개선 추세가 둔화될 경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사망

률 개선 추세의 변동성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에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국민데이터가 아닌 보험회사 경험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장수위험 충격 수준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시나리오 방식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측정 결과와 신지급여력제도하에서의 충격 방

식 장수위험 요구자본 측정 결과의 비교는 국민사망률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

제로 시나리오 방식이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는 자사의 사망률 또는 업계 전체의 사망

률을 사용하여 장수위험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경험생명표의 사망률 변동성

이 국민생명표의 변동성보다 크다면,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 방식의 요구자본 경감 효

과는 감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4~8회 경험생명표의 표준사망률과 국민사망률의 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별 사망률 변동성의 비를 계산해보았다. 경험생명표는 3년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민생명표 사망률도 해당기간의 3년치 평균 사망률을 사용하였다. 

<그림 Ⅳ-5>의 수치는 경험생명표 변동성을 국민생명표 변동성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

서 1을 상회할 경우 경험 사망률 변동성이 국민사망률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모두 저연령 구간에서는 경험생명표의 사망률 변동성이 국민사망률 변동성에 비

해 큰 것을 알 수 있으나 30세 이후에서는 경험생명표 사망률의 변동성과 국민 사망률 

변동성이 유사한 수준이고 연령에 따라서는 경험생명표 사망률의 변동성이 국민생명

표 사망률 변동성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나리오 방

식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측정 방법이 충격 방식에 비해 요구자본 경감 효과를 가지는

가에 대해서 경험생명표 사망률을 활용하더라도 국민생명표 사망률을 이용한 추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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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경험생명표 사망률과 국민생명표 사망률 변동성비 

주: 변동성비=경험생명표 변동성/국민생명표 변동성
자료: 보험개발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편 경험생명표는 3년에 한 번씩 작성되기 때문에 사망률 모델링을 통한 시나리오 

방식의 장수위험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생명표를 대

안으로 삼을 수 있는데, 보험 가입자와 전체 국민의 사망률 변동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장수위험 측정 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경험사

망률과 국민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생명보험위험 상관계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부담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위험

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관계수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사망위험과 장수위험 간의 상관계수를 ICS와 

Solvency II 수준인 -0.25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나라 사망률 데이터

를 기반으로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리스크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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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위험 요구자본은 사망률 개선 충격에 의한 연금보험 부채의 증가분으로 측정된

다. 연금보험 계약자의 예상치 못한 사망률 개선 충격이 사망보험 계약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면, 사망률 개선 충격에 따른 두 보험상품 부채 변동은 완전히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연금보험 계약자와 사망보험 계약자는 연령별 구성이 다르고 계약자의 건강상

태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상쇄는 현실적이지 않다. 두 보험 위험 간의 정확

한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선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보험 계약자가 주로 분포하는 고연령의 사

망률 개선과 사망보험 계약자가 주로 분포하는 저연령대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고려

하여 -0.25 수준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절한 것인지 정도만을 간단한 방법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종신보험 계약자 중 사망률 악화 충격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40~50대의 저연령 계약자를 선정하고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인 60~70대 고

연령 계약자를 선정하여 사망률 개선 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IV-6>, <그림 IV-7>은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40~50대와 60~70대의 1975년 

이후 사망률 개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망률 개선도는 5년간 연평균 사망률 개선율로 

정의하였다.8)

사망률 개선도 = log      

결과적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저연령과 고연령에서의 사망률 개선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개선도의 유사성은 특히 1970~2000년대까지 두드러지

며, 최근에는 유사성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는 저연령과 고연령의 사망률 개선도 추이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2000

년대 초반에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최근 관계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8) Cairns et al.(2009)의 정의를 따름



장수위험의 요구자본 관련 이슈 51

<그림 Ⅳ-6> 남성 40~50대와 60~70대 사망률 개선도 비교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Ⅳ-7> 여성 40~50대와 60~70대 사망률 개선도 비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망률 개선도의 상관관계는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난다. 데이터의 전구간인 1975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저연령과 고연령 

사망률 개선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각각 89.9%, 15.7%로 남성에서의 상관계수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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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게 나타나며, 전체 사망률의 경우 상관계수가 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과 1995년에서 2016년 기간의 경우 전체 사망률로 계산한 상

관계수는 39.0%, 3.3%로 하락한다. 이때 여성의 경우 상관계수가 음수로 계산되었다. 

구분 1975~2016년 1985~2016년 1995~2016년 2005~2016년

전체 81.4 39.0 3.3 38.8

남성 89.9 63.4 44.5 33.6

여성 15.7 -57.3 -66.6 60.3

<표 Ⅳ-4> 저연령과 고연령 사망률 개선도 상관계수  
(단위: %)

만약 모든 사망보험 계약자가 40세에 가입 후 20년간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모든 연금보험 계약자는 60세에 가입하여 20년간 연금을 지급받는다

고 가정하면 저연령 사망보험 계약자에 대한 사망률 악화 충격은 상관관계에 의해 고

연령 연금보험 계약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연령 연금보험 계약자에 대한 사

망률 개선 충격은 상관관계에 의해 저연령 사망보험 계약자에 대한 사망률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K-ICS 요구자본 계산 시 사망위험 요구자본 계산에는 사망률의 12.5% 악화를 가정

하고 장수위험 요구자본 계산은 사망률의 17.5% 개선 충격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두 요

구자본의 통합 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것은 두 계약자 집단에 대

한 충격이 서로 영향을 주어 상쇄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망보

험 계약자와 연금보험 계약자의 연령과 만기가 위의 예와 같이 정확히 상호배타적일 수

는 없을 것이다. 연령별 계약자의 비중은 상이하지만 중복되는 계약자의 비중도 상당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예에서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의 상관계수가 최근 10여 년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

한 38.8% 수준이라면 요구자본 계산 시 사망률 악화 충격과 개선 충격은 서로 38.8%

의 반대되는 충격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보험 요구자본 계산 시

의 12.5% 악화 충격은 연금보험 요구자본 계산 시의 17.5% 개선 충격의 38.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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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효과를 반영하여 5.7%로 작아지고, 연금보험 요구자본 계산 시의 17.5% 개선 충

격은 사망보험 요구자본 계산 시의 12.5% 악화 충격의 38.8% 수준 감소 효과를 반영하

여 12.7%로 작아진다. 상관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사망률 충격이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요구자본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40세에 가입하여 20

년의 보험기간동안 사망 시 56원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1건과 60세에 가입하여 20년의 

보험기간동안 생존 시 1원을 수령하는 정기연금 계약 1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

다. 이때 사망 시 5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두 보험상품의 요구자본을 

같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기보험 부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정기연금 부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이전 수준인 사망위험과 장수위험 사망률 충격인 각각 12.5% 

악화, 17.5% 개선 시 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은 사망위험과 장수위험이 각각 0.289로 

같다. 이번엔 연령 그룹별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두 가지 사망률 충격이 5.7% 

악화와 12.7% 개선으로 조정되었을 때 각각의 요구자본을 계산하면 사망위험의 경우 

0.132로 감소하고 장수위험의 경우 0.208로 감소한다.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단

순히 두 요구자본을 합하였을 경우 총 요구자본은 0.577이나 사망률 간 상관관계에 의

해 충격 수준을 조정하고 계산하여 합한 총 요구자본의 경우 0.340으로 기존의 충격 

하에서보다 41.2%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K-ICS의 리스크 상관관계인 -0.25를 적용할 경우 사망위험과 장수위험 요구자

본이 각각 0.289이라면 요구자본의 합은 0.382로 계산되며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았

을 때에 비해 33.9%의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K-ICS에서 적용하는 

상관계수 -0.25는 본 장에서의 단순화된 분석하에서 계산된 경감 효과보다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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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군 간 사망률의 상관관계가 데이터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점과, 두 보험

상품 모두 20년 만기이며 연령대가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등 분석의 편의를 위해 

매우 단순화된 상황에서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망위험과 장수위험 요구자본 통합 

시의 상관계수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의 결론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종신보

험과 종신연금의 경우 고연령대에서는 보장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더 강

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리스크 통합 시 분산효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면 사망률 

데이터의 기간에 따라 상관계수의 정도가 달라지며 다양한 연령분포와 만기를 고려해

야하기 때문에 정교한 모델링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관계수의 수준을 측정하여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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