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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험연계증권(ILS) 소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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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 (Insurance-linked Securities)이란?

§ 보험연계증권 (Insurance-linked Securities, “ILS”)

- 채권과 유사한 구조의 대체투자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인수한

재해관련 보험 계약을 재인수하여 프리미엄을 얻는 유가증권을 의미

§ 보험연계증권(ILS) 투자 구조

SPV (특수목적회사)

신탁계좌

자본시장
(국채, MMF 等)

(재)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투자자

보험료 보험금 이자수익 투자원금

투자원금이자수익

보험금

(재)보험료 원금+
재/보험료+이자

투자원금

※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 시
특정 Cat Bond에서 손실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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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 (Insurance-linked Securities) 수익 구성

(Re)Insurance 

Premiums

(재)보험 프리미엄

보험시장에 의한
수익률 결정

(재)보험사로부터 양도된

보험금 지급 위험에 따른

프리미엄

Instrument 종류:

- Cat Bonds

- 담보부 재보험 계약 (CRI)

- 재보험의 재보험

- ILWs

- 기타 ILS

Money Market 

Yield

머니마켓 수익

인플레이션
방어 목적

SPV의 신탁계좌를 통해 투자

파산 等으로부터 분리

투자 허용:

- 높은 신용등급의 MMF

- 높은 신용등급의 국채

- 세계은행과 같은 초 국가

공동체에서 발행한 채권

ILS 
투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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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 (ILS) 발생 배경

§ 보험연계증권 (ILS)은 보험사의 위험 헷지 수단

-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적 보험시장의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보험연계증권 발행되기 시작

- 1992년 8월 미국에서 허리케인 Andrew가 남부 지역을 강타하여

약 30억 달러 (약 3.4조원)의 보험 손실이 발생

이로 인하여 약 12개의 보험사가 지급 불능에 처하는 등 (재)보험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 보험연계증권의 등장 배경

- 1994년 Hanover Re의 보험연계증권이 최초 발행된 이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전통적 재보험을 대체 또는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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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 (ILS) 성장 요인

§ 보험연계증권 (ILS)의 발행을 통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

- 2016년 1월 보험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Solvency II (EU 보험사 건전성 기준)가 시행됨에 따라서

보험연계증권 수요 증가. 궁극적으로 보험업계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

- 규제당국은 보험사의 자기자본 (Equity) 이외에 양질의 재보험 자본을 자본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보험, Cat Bonds, CRI도 100% 인정하고 있음

자료: LGT ILS Partners

발생확률 低

발생확률 高

[예시]  과거 미국 허리케인 주요 이벤트 & Risk Water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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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 (ILS) 시장규모

§ 재보험 및 보험연계증권(ILS) 시장규모 : 약 US$ 400bn 중 ILS 시장 약 US$ 80bn (약 90조)  2017.8월말 기준

§ 보험연계증권(ILS) 종류 : Catastrophe (Cat) Bonds, Collateralized Reinsurance (CRI), Industry Loss 

Warranties (ILWs), Sidecars, Collateralized Retrocession 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ILS 매니저들은

유동성이 충분한 Cat Bonds와 CRI를 포트폴리오에 주로 편입

자료: LGT Capital Partners

※ 회색: 전통적인 재보험, 노란색: CRI, 파란색 Cat Bonds

주요 보험연계증권 종류 및 시장규모재보험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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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 (ILS)에 투자하고 있는 전세계 주요 연기금

자료: Trading Risk, ILS Advisers, 2016년 말 기준

※ 상기 내용은 참고용 예시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금액 ($mn) 참고

AP3 319 스웨덴 연기금, ILS에 직접 투자

AP2 653 스웨덴 연기금, 2개의 ILS 매니저를 통해 투자

Coca Cola Pension Fund 379 총자산 $7.58bn의 5%를 ILS에 투자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200 뉴질랜드 국민 연기금, 2개의 매니저를 통해 투자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300+ 내부팀과 ILS 매니저들을 통하여 ILS에 투자

PGGM EUR 3,000+
네덜란드의 연금 사무행정국, 

총 AUM의 +1%이상 ILS에 투자

Pensionskassernes Administration (PKA) EUR 1,200
총자산 EUR 26bn의 4%를 전문적인

ILS매니저를 통해 투자

Pennsylvania Schools (PSERS) 450 2011년도부터 2개의 ILS 매니저를 통해 투자

RBS Pension Fund 686 2개의 ILS 매니저를 통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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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 (ILS) 종류

§ Cat Bonds vs. Collateralized Reinsurance (CRI) 비교

Parameter Cat Bonds Collateralized Reinsurance (CRI contracts)

형태 Fixed Income like instrument Customized Contract

유동성 Tradable security (시장 영향 존재) 비유동적, non-tradable asset

만기 12~60개월 (평균 3년) 6~36개월 (평균 1년)

수익률 프리미엄 + collateral yield 프리미엄 + collateral yield

규모 US$ 50mil ~ 500mil per cat bond US$ 2mil ~ 50mil per contract

시장규모 US$ 25bn US$ 48bn

자료: LGT Capital Partners

CRI 재난 지역 별 현황Cat Bonds 재난 지역 별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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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증권(ILS) 주요 대상 지역 및 재난

§ 현재 80% 이상의 Cat Bonds는 미국의 재난(허리케인, 지진 等)을 커버하고 있음

Cat Bonds의 경우 미국에 대한 높은 집중도로 특정 재난에 대한 Risk 존재

자료: LGT Capital Partners

※ 지역 및 재난 별
계절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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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Bonds vs. Customized CRI 예시

§ (예시) Samsung Electronics Bldg Block Flood 2017-IV Class 1

- Cat Bonds 대비 CRI contract은 저비용으로 소규모 맞춤 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

VS

Cat Bonds CRI contract (Customized)

강남대로 55길/서운로 Block 지정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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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관련 보험연계증권 (ILS)

§ 생명 관련 보험연계증권 (ILS) 종류

- 생명 관련 ILS중 상당 부분은 Mortality (재해사망)와 Longevity (생명보험) 포지션

이 중 Longevity 관련 ILS 투자자들은 보험 가입자의 장수(長壽)가 손해를 가져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생명 관련 (Longevity) 보험연계증권 (ILS)의 문제점

- 인류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Expected Loss 산정이 점점 어려워짐

이로 인해 보통의 ILS 매니저들이 생명 관련 ILS 편입 시 해당 Risk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포트폴리오 위험 수준이 낮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음

※ ILS 펀드 선정 시, 생명 관련 ILS 비중이 높은 펀드 배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도 도덕적인 문제로 생명 관련 ILS 보유 매니저 선호하지 않음

(2016년 10月 행정공제회 RFP 당시 생명 관련 ILS 보유 매니저 제외하였고, 

올해 3月 우정사업본부 ILS 매니저 RFP에서도 생명 관련 ILS 보유 매니저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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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pected Loss & Coupon Yield에 따른 분류

자료: 삼성자산운용, Artemis www.artemis.bm

Cat Bonds & ILS EL에 따른 분류 Cat Bonds & ILS Coupon Pricing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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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연계증권(ILS)의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연계증권(ILS)의 경우 원리금 지급을 위한 손실의 발생여부나 발생된 손실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음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원구소, 이상림(2010)

구 분 내 용

보험보상
(Indemnity)

• 보험사의 실제 손해 발생액에 기초하여 보험연계증권의 원리금 산정

• 증권발행자의 베이시스 리스크 (실제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보험 리스크 완화 노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손실 확정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시간 길게 소요

산업지수
(Industry Index)

• PCS (Property Claims Service)와 같은 객관적인 기관이 조사한 업계 전체의 손해율을

원리금 지급조건의 기준으로 활용

• 산업전체 평균 손해율과 보험사의 손해율 간 베이시스 리스크 존재

순지표
(Pure Parametric)

• 지진 규모와 같이 실제로 공인된 물리적 측정값에 기초해 원리금 지급조건 설정

지표지수
(Parametric Index)

• 순지표에 별도의 수식을 적용하여 좀 더 세밀한 측정치를 산출하고 이를 원리금

지급조건으로 설정

모델에 의한 손실
(Modeled Loss)

• 재해손실모형에 실제 물리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손실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원리금

지급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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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연계증권(ILS)의 보험금 지급사유

§ Trigger (지급사유)에 따른 분류

자료: 삼성자산운용, Artemis www.artemis.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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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