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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항석 교수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 발표제목: Pricing and Hedging Lookback Options and EIAs
▫ 요 약: Equity-linked products such as equity-indexed annuities (EIAs) provide their customers with
the greater of either the return linked to the underlying index or the minimum guaranteed
return. The current volatile equity market increases the costs of options embedded in these
products, and decreases the participation rates. This paper proposes outside floating-strike
lookback options and EIAs embedded with these options. An outside floating-strike
lookback call (or put) option gives the holder the right to buy (or sell) one underlying asset
at some percentage of the lowest (or highest) price of the other underlying asset. In
addition, this paper will derive explicit pricing formulas for these outside floating-strike
lookback options and EIAs embedded with these options, respectively. Some numerical
examples will be discussed.

2. 장이규 박사 (보험개발원 팀장)
▪ 발표제목: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평가방안
▫ 요 약: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변액보험의 국내 판매 및 적립금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변액보험
에 내재되 있는 보증옵션의 특성을 고찰한다. 보증옵션은 펀드 실적의 하락시에 향후 보험회사에
게 손익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보증리스크의 특성 분석과 측정방안의 실무적 검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최저보증옵션의 평가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확률론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상품에 적용하여 보았다. 또한 보증리스크 헷징 및 RBC 계수 과정에대한
검토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검토 내용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요할 변액보험리스
크 관리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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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방법

1.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오시거나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종각역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종각역 2,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종로-2번을 이용하여 학교후문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2. 버스
간선(파랑)버스 :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지선(초록)버스 : 2112 학교 내부까지 오시면 됩니다.
3. 셔틀버스
혜화역 1번 출구 → 학교 진입로 앞 정류소(던킨도너츠 맞은 편) → 성균관대학교 정문→ 600주년기념관 →
정차소(농구장 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