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장수위험 관리 방안

1. 장수위험 관리 필요성

보험회사는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을 재보험이나 보험연계증권(ILS)를 통해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유럽 Solvency II 시행을 위한 5차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리스크 중 장수위험(23.9%)는 해약위험(59.1%)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명보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리스크가 8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험리스크는 38.7%를 차지한다. 

구분 요구자본 비율

시장리스크 81.7
-

디폴트리스크 4.7

생명보험리스크 38.7 100

해약위험

-

 59.1

사업비위험 19.9

사망위험 10.2

장수위험 23.9

장해/질병위험 9.2

대재해위험 15.8

분산효과 -25.1 -38.0

자료: CEIOPS(2008)

<표 Ⅴ-1> 유럽 보험산업 요구자본 비중(QIS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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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위험을 전가함으로서 얻어지는 요구자본상의 이점은 분산효과에 의해 더욱 커

질 수 있다. 어떠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는 분산효과까지 고려하

여 어느 정도의 요구자본 경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효과는 각 구성요소의 크기가 유사할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요구자본 관리를 위해 비중이 큰 요구자본 항목을 외부에 전가하는 것이 유리

하며, 장수위험은 보험위험 중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다. 

Hannover Re(2018)는 <그림 V-1>과 같은 예시를 통해 분산효과가 요구자본 부담 완

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보험회사 A와 B가 같은 요구

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보험회사 A는 시장, 사망, 해약리스크가 200

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보험회사 B는 해약리스크가 350으로 타 리스크에 비해 비

중이 큰 경우이다. 

<그림 Ⅴ-1> 요구자본 구성비 차이에 따른 재보험의 요구자본 효과

자료: Hannover R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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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두 회사 모두 해지리스크를 100만큼 재보험회사에 전가한다고 했을 때, 보험

회사 A의 경우 50만큼의 요구자본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보험회사 B는 85만큼의 

요구자본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각각의 리스크 비중이 유사한 경우 분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요구자본 경감 측면에

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리스크 중 

비중이 높은 해지리스크와 장수위험을 관리할 유인이 크며, 연금보유계약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장수위험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재보험을 통한 관리

생명보험회사가 장수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 재보험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연금계약의 일부를 모두 재보험사에 전가하면서 분산효과를 감안

한 요구자본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외에도 K-ICS상의 요구자

본 산출 구조를 활용하여 사망률 충격의 일부만을 재보험으로 전가하거나 연금지급 기

간의 일부만을 전가하는 비비례 재보험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CS상의 장수위험 측정은 사망률의 17.5% 충격을 기초로 한다. 이때 보험회사가 

사망률 충격의 5%까지는 유보하고 5% 수준을 넘어서는 17.5%까지의 충격 효과만을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요구자본 감소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V-2>는 해지리스크에 대한 비비례 재보험 효과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Solvency 

II에서 해지율 요구자본은 해지율이 40% 증가하는 충격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이때 보

험회사가 20%의 충격까지의 요구자본을 유보하고 20~40%의 충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때 요구자본 경감 규모가 재보

험료보다 큰 경우 보험회사는 여유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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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해지리스크 비비례 재보험 예시

         자료: Hannover Re(2018)

한편 장수위험은 연금지급이 시작된 후 사망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리스크를 측정

해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리스크 예측이 용이하고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기간(예: 

연금 개시 후 20년)에 대한 리스크는 유보하고 20년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재보험회사로 전가함으로서 요구자본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AEGON은 

2012년 이러한 구조의 리스크 전가 방법을 요구자본 경감 목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9) 

요구자본 경감을 목적으로 한 재보험 거래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재보험사

에 전가하는 방법 외에도 보험회사가 낮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와 교환하는 방

법도 있을 수 있다. 요구자본 경감 효과는 분산효과에 의해 효과가 달라지며 각 리스크

를 유사한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이 분산효과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림 V-3>을 살펴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시장리스크를 100 만큼 축소하고 비중이 낮은 사망리스크를 

100 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분산효과에 의해 요구자본이 80 만큼 감소함을 보여준다. 

9) The Actuar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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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리스크 항목 교환에 따른 요구자본 경감 효과

자료: Hannover Re(2018)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출재 및 수재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수위험이 크고 사망리스크가 작은 경우 장수위험을 재보험

사에 출재하는 만큼 사망리스크를 수재하여 분산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림 Ⅴ-4> 재보험사를 통한 리스크 항목 교환

             자료: Hannover R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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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계증권(ILS)을 통한 관리

Solvency II에서는 재보험에 의한 리스크 전가를 요구자본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보

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보험연계증권(Insurance Linked Securities)을 통한 리스크 

전가에 대해서도 재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다.10)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연

계증권을 활용한 요구자본 관리가 가능하려면 신요구자본제도 K-ICS상에 관련 규정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수위험과 관련된 보험연계증권은 장수파생상품으로도 불리며, 대표적으로 대규

모 연금계약 거래, 장수채권, 장수 Swap 등을 들 수 있다. 장수위험 관리를 위한 장수 

파생상품은 2004년 EIB/BNP Paribas의 장수채권 발행이 논의된 후 2008년 JP Morgan

과 Lucida 간의 장수 Swap, 2008년 JP Morgan과 Canada Life 간의 장수 Swap이 연달

아 체결되면서 장수 Swap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11) 또한 DB형 퇴

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의 장수위험을 연금사업자에 완전히 이전하는 바이아웃, 바이

인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 대규모 연금계약 거래(Bulk Annuity)

보유 연금계약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대규모 연금계약 거래(Bulk Annuity)는 바이아

웃(Buyout)과 바이인(Buyi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이아웃은 주로 DB형 퇴직연금

을 운용하는 기업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연금계약과 관련한 부채와 함께 그에 해

당하는 자산을 모두 타 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장수위험을 제거하는 관리 방법이다. 한

편 바이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회사는 연금계약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회사

로 다수의 바이아웃 계약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이아웃은 장수위험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 의무와 관련한 리

10) 단, 보험회사가 표준모형으로 요구자본을 계산하여야 하며, 베이시스 리스크가 크지 않음
을 보여야 함

11) Biffis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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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전체를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불비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바이인은 연금부채를 매각하지 않고 연금지급 의무를 유지하면서 연금과 관련한 자산

으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적연금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장수위험을 보험회사에 전

가시키는 방법이다. 바이인은 연금자산과 부채를 모두 매각하지 않고 연금자산 투자

방법만을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아웃에 비해 거래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아웃과 바이인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거래 건수는 493건이며, 거래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Ⅴ-5> 바이아웃과 바이인 시장 규모 

                          자료: AON(2017)

한편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아웃과 바이인 거래는 실제로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Legal and General, Rothesay Life, Aviva, Prudential 등 5개 

금융회사의 점유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 

12) JLT Pension Capital Strategie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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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대규모 연금계약 거래 시장점유율(2008~2017년)

                          자료: JLT Pension Capital Strategies(2018)

요구자본 경감을 위해 대규모연금 계약을 매각한 사례는 2016년 AEGON이 영국 연

금사업의 2/3를 Rothesay 생명에 매각한 사례를 들 수 있다. AEGON은 바이아웃을 통

해 장수위험과 신용리스크를 경감하면서 리스크 간 분산효과를 극대화하여 지급여력

비율을 향상시킨 바 있다. AEGON(2016)은 대규모 연금계약 거래로 인해 2015년 

140%였던 요구자본 비율이 165%까지 향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규모 연금계약 

거래의 경우 주로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

관에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Rothesay 생명의 사례는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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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AEGON 생명 장수위험 전가 이전과 이후 리스크 구성 

                            자료: AEGON(2016) 

나. 장수채권

장수채권에 대한 논의는 Blake and Burrow(2001)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장수

채권 발행 시점의 특정 인구를 지표로 미래 시점 생존자 수에 채권의 쿠폰이 연동되도

록 하는 장수채권을 정부가 발행함으로써 채권을 매입하는 보험회사에 장수위험 헤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은 BNP Paribas와 함께 장수위험 헤지를 위한 장수채권을 발행

하였다. 그러나 EIB/BNP Paribas 장수채권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고 1년만에 시장

에서 철수하였다. 처음으로 시도된 장수 파생상품인 EIB/BNP Paribas 장수채권의 발

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장수 Swap 등 다른 장

수 파생상품의 출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2010년 Swiss Re는 Kortis Capital을 통해 5천만 달러 규모의 장수채권 발행에 최초

로 성공하였으나, 이는 두 집단의 사망률 차이에 따라 원금 손실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로 한 집단의 사망률 개선 정도에 따라 손실여부가 결정되는 일반적인 장수채권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장수채권은 2007년과 2009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칠레 장

수채권 발행 시도 등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성공한 사례는 Swiss Re의 사례

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행 사례가 없는 만큼 요구자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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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장수채권은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써는 한계가 

있다. 

다. 장수 Swap

장수 Swap은 Lin and Cox(2005)와 Dowd et al.(2006)에 의해 이론적으로 논의되었

다. 장수 Swap은 특정 인구집단의 생존자 수에 연동하는 변동지급금과 고정지급금을 

교환하는 거래이다. 

<그림 Ⅴ-8> 장수 Swap 계약 예시

       자료: AEGON(2012)

하지만 이 경우 원금 교환이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 Party Risk)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담보를 설정하고 매기 평가를 통해 담보 수준을 조정함

으로써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대비한다. 

장수 Swap은 크게 보증형(Cashflow Indemnity) Swap과 지수형(Index Based) Swap

으로 구분된다. 보증형 Swap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 연금사업자가 자신의 연금계약

자 인구집단에 대한 장수위험 헤지를 위해 사용하며, 변동지급금은 연금계약자 집단

의 실제 생존확률과 기대 생존확률의 차이로 계산된다. 지수형 Swap의 경우에는 비교

적 소형 연금사업자에게 적합하며, 변동지급금은 미리 정해진 지수를 바탕으로 실제

지수와 기대지수의 차이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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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증형 지수형

참고지표 자사 경험생명표 인덱스

변동지급금 실제 생존확률 - 기대 생존확률 실제지수 - 기대지수

계약 유형 보험의 성격 파생상품의 성격

시장 참여자
완전한 장수위험 헤지를 원하는 

연금 사업자
베이시스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연금 사업자

<표 Ⅴ-2> 보증형 Swap과 지수형 Swap 비교

자료: AEGON(2012)

장수 Swap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5월에도 National Grid사가 

Zurich사와 2억 파운드 규모의 장수 Swap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장수 Swap의 장

수위험 관리정도는 Swap체결에 필요한 비용과 같은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맞춤형 계약으로 체결되어 실제 효과성에 대한 자료는 입수가 어려운 

점이 있다.  

<표 Ⅴ-3> 대규모 장수위험 거래 현황 

날짜 리스크 전가 주체 리스크 전가 대상 금액 유형

2018. 5 National Grid Zurich £2bn 장수 Swap

2018. 5 Pension Insurance Corp.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1.2bn 장수 재보험

2018. 2 Scottish Widows Prudential $1.8bn 장수 재보험

2018. 1 Pension Insurance Corp. PartnerRe £725m 장수 재보험

2017. 12 LV=
Reinsurance Group 

America
£900m 자산·장수 재보험

2017. 

12
Legal &General Prudential $800m 장수 재보험

2017. 

11
NN Group Hannover Re €3bn 지수연동 장수 헷지

2017. 

11
Pension Insurance Corp.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1.2bn 장수 재보험

2017. 9 MMC UK Pension Fund

Canada Life Reinsurance,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PICA)

£3.4bn
장수 Swap·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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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계속

날짜 리스크 전가 주체 리스크 전가 대상 금액 유형

2017.  8
British Airways Pension 

Scheme

Partner Re, Canada Life 

Re
£1.6bn

장수 Swap·

재보험

2017. 8 SSE plc pensions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plc, Legal 

&General

£1.2bn
바이인, 장수 보험

·재보험

2017. 7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plc
SCOR £1bn

장수 Swap·

재보험

2017. 6 Skanska pension fund Zurich/SCOR £300m
장수 Swap·

재보험

2017. 3 Rothesay Life Prudential Financial $1.2bn 장수 재보험

2017. 1
Unnamed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
Zurich/SCOR £300m

장수 Swap·

재보험

2016. 12
Unnamed UK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
Legal&General £900m

장수 Swap·

재보험

2016. 11
Canadian Bank Note 

Company, Limited
Canada Life Assurance $35m

장수 Swap·

재보험

2016. 11 AXA France RGA Re €1.3bn
장수 Swap·

재보험

2016. 10
Unnamed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
Zurich/Pacific Life Re £50m

장수 Swap·

재보험

2016. 8 Two Pirelli pension plans Zurich/Pacific Life Re £600m
장수 Swap·

재보험

2016. 8 Manweb (ScottishPower) Abbey Life £1bn 장수 Swap

2016. 8 Legal &General Prudential - 장수 재보험

2016. 6 Pension Insurance Corp.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1.1bn 장수 재보험

2016. 4 Legal &General Prudential - 장수 재보험

2015. 12
Unnamed UK pension 

plan
Zurich / Pacific Life Re £90m

장수 Swap·

재보험

2015. 11
RAC (2003) Pension 

Scheme
SCOR SE $900m

장수 Swap·

재보험

2015. 11 Philips UK Pension Fund
Pension Insurance Corp. 

&Hannover Re
£2.4bn

바이아웃·

장수 재보험

2015. 9
Scottish &Newcastle 

Pension Plan

Friends Life 

(plus Swiss Re)
£2.4bn

장수 Swap·

재보험

2015. 8 Legal &General Prudential $2.9bn 장수 재보험

자료: Art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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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ry(2016)는 보험연계증권이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 경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보험연계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험연계증권 시

장은 대재해채권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생명보험 분야는 표준화가 어렵고, 복잡하

며, 장기의 계약이라는 속성 때문에 틈새시장 정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럽에서 요구자본 부담이 큰 해지리스크와 장수위험 관련한 보험연계증권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해지율과 같은 보험계약자 행동위험은 재보험회사가 관심

을 가지지 않는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재해채권과 같이 기

본적인 형태의 보험연계증권도 발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험연계증권을 활용한 장

수위험 관리 방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양한 장수위험 관리 수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장수위험을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보험이나 보험연계증권 모두 거래 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장수위험의 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요구자본상의 이점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현

저히 클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연계증권의 경우 사망률 지수 등을 이용

함으로써 장수위험의 전가가 불완전할 수 있고 따라서 요구자본 경감 효과를 인정받

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처럼 현재는 장수위험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관리 방안의 효용 

사이에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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