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ART 시 장 의 발 전 과 향후 전 망

1. 市場槪況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금융(재)보험(Finite Risk)이란 용어가 나온지 얼

마 안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ART란 용어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

계 보험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최초 미국에

서 만들어진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또는 ART솔루션(solu tion)이

라 불리는 이 용어는 당초 기업이 캡티브 또는 Risk Retention Group 11)과

같은 自家保險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위험전가를 행하므로서 일반보험시장

을 대신한다하여 대체보험시장 또는 대체위험전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ART는 80년대 중반 미국에서의 배상책임보험의 위기와 90년

대 초 자연재해로 인한 누적손해로 담보력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일반보험

시장에서 보험구득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담보력 제공처로 변모하게 되었

다. 이에 이 ART솔루션은 형태나 기능면에 있어 지금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의 캡티브와 금융(재)보험은 물론 보험채권과 선물·옵

션 등 보험 파생상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 ART솔루션은 기업의 위험에 대해 조직과 기능면에서 전체와 일부의

관계를 중시하는 全 論的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다.12) 기업전체 실적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위험(예 : 환위험, 화재위험)들을 하나

11) 미국은 80년대 배상책임보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ederal Liability Risk
Retention Act를 제정하여 보험대체시설로서 Risk Retention Group (RRG)과
Purchasing Group (PG)을 도입함. 이 Group은 특정산업 또는 특정 업종·권력에

속해 있는 회사들로 구성하여 상호책임주의에 입각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전업으

로 하거나 공동으로 구입함. 98연말 현재 RRG는 전국에 70개 정도로 머물고 있

고 PG는 669개로 증가추세에 있음. Sigm a No.2 1999, p .14 재인용

12) Esther Baur, Turning Art into Science , Reactions, 1999.9.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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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트폴리오로 구성·관리하고, 활동범위와 시간상으로 분산·다양화하

여 충격을 흡수한다. 위험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

리오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고, 개별

위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유수준을 결정하며, 담보범위의 중복을

막고, 금년에 사용치 않은 담보력(cap acity)을 다음 연도의 담보력으로 사용

토록 하는 시간적 분산으로 담보력을 증대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동종동

질의 위험을 群으로 그룹화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일반보험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이 솔루션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특정인에

게만 고유한 특정위험을 처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서로 관

련이 없는 異種危險의 포괄담보, 다년간의 기간을 이용한 위험분산으로 일

반보험에서의 부보불능위험도13) 부분적으로 부보가능위험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위험인수주체는 반드시 원·재보험자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솔루션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서비

스산업의 추가적 규제완화, 주주가치의 중요성 대두와 위험양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그 성장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2 . 發展背景

ART솔루션의 발전은 일반보험시장에서의 담보제공력 및 보험가격 사이

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담보제공력과 보험사이클의 변화는 새로

운 상품개발을 촉진하기도 하고 늦추기도 한다. 위험환경과 경쟁환경의 변

화,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전통보험솔루션의 비효율성

과 금융상품의 출현 등은 보험수요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은행, 보험, 자

13) 보험이론상 부보불능위험(uninsu rable risks)으로는 투기성 위험, 우연성 결여

위험, 사고발생 추정불가위험, 금전환가불가위험, 전쟁·핵·자연재해위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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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 솔루션의 상호결합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가 . 위 험환 경 및 기업 환경 의 변 화

위험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현대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종래 보험에서 담보되던 그러한 위험이 아니라 품질보증위험, 광고의 역효

과위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다. 경쟁환경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기

업들이 생존전략의 하나로 구조조정을 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온 과거 년도에 발생한 장기미결클레임 등의 제거방안마련이 큰 문제

로 대두되어 왔다.

80∼ 90년대 구미국가에서 일어난 기업환경변화 중의 하나는 회사경영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 증대이다. 일반주주 즉, 투자자들은 위험관리에 있어

어떤 위험에 기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지진으로 공장

이 파손되었다든지 외환위기로 소득이 줄었다든지 결함 있는 상품의 회수

조치로 회사 이미지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등에는 큰 관심이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야기시킨 원인은 묻지않고 결과만 묻기 때문이다. 투자

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소득

이 있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주주이익의 증대만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나 . 일 반솔 루션 의 한 계

<그림 4 > 보 험 제 도 의 구 조 적 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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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은 평균위험에 기초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양질의 위험은 가

격책정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양질의 위험은 더 이상의 불량위험 보

조를 피하고 있고 그 대신 자가보험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

와 같다. 위험전가의 대가와 예상손해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은 세계 어느

보험시장에서나 공통된 현상이고 일부 학자는 이를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양질위험이 불량위험을 보조

토록 하는 것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다.

보험은 손해방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겠다하는 보험계약자의 의

지를 약화시키고 그 만큼 보험자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감안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가보험 또는 기금 등 상당수의 ART솔

루션은 이러한 모럴해저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보험은 또한 신용위험을 안고 있다. 원·재보험자의 지급능력이 충분치

못하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

신용위험은 90년대 초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세계보험시장에서 다수의

원·재보험자가 파산한 사례에서 실증되고 있다.

대형기업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위험에 대해서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담보범위상의 갭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는 세계보험시장의 담보력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 ART는 이러한 담보력

부족에 또다른 담보력 제공처로 발돋음하고 있다.

다 . 세 계금 융시 장의 발전

지난 20년간 세계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분

석이론의 출현으로 금리위험, 환율위험, 물가변동위험 등을 다루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물, 옵션, 스왑 등이다. 이들은

세계보험산업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통적인 위험보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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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객의 자산 및 부채관리, 신용상태개선 및 수익보장의 기능까지 발

휘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금융·자본시장에서의 혁신적 위

험관리개념이 전통적 보험위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RT상품의 개발목표는 첫째 현존하는 위험전가 시설의

보완기능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피보험위험의 범위를 넓히며, 셋째 자

본시장을 통한 추가 담보력의 생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효율성 증대를 통

한 기존시설의 보완은 손해진전(보험금실적)상황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신용위험을 제거하며 초과·중복보험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

다. 피보험위험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는 포트폴리오와 시간의 분

산을 생각 할 수 있고, 담보력을 늘리는 방안으로서는 새로운 담보력 제공

처로서 금융시장을 꼽을 수 있겠다.

Swiss Re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96년도 ART상품의 보험료는 세계기

업성 손해보험료의 1/ 4에 해당하는 500∼6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14)

3 . 主要形態

ART의 주요 형태로는 캡티브, ART솔루션, 보험채권과 보험파생상품 등

이 있다. 캡티브는 母會社가 갖고 있는 특정위험의 전가와 관련하여 원·

재보험자를 대체하는 시설이고, ART솔루션은 보험상품에 은행·증권 상품

의 원리를 접목시킨 일종의 금융형 상품이다. 보험채권과 보험파생상품은

14) Jim Bannister,"Alternative Risk Transfer, Changing Insu rance Market" Japan
Insurance N ews, N ov ./ Dec. 1997. 영국의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최근 년도의

ART시장 보험료는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그 규모가 4배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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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험을 증권화한 상품으로 위험인수자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이다.

여기서는 이들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반 보험과의 차이점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가 . 캡 티브

일반적으로 캡티브(captive)는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母會社에 의하

여 설립된 보험자로 정의되고 있다. 당초 캡티브의 설립목적은 사고 발생

빈도는 높으나 회사 스스로 보유 가능한 모회사의 위험을 코스트面에서 효

율적인 自家保險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배상책임

보험위기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보험시장에서 보험구득이 어려워

지자, 이들 특정위험에 대한 전문(재)보험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의 추가담

보력 확보를 위한 금융매개시설로 일부 변모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캡티브가 원보험 자라기보다는 재보험자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이는 캡티브 모회사 위험을 원보사(fronter)가 우선 인수토록 하고,

재보험계약으로 다시 캡티브(설립여건이 좋은 버뮤다 등에 소재)에 출재토

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캡티브가 수재한 위험은 다시 전업재보험자에 出

再再되기도 한다.

60년대 및 70년대 초 캡티브의 가장 큰 이점은 域外 설립지(버뮤다 등)

로서 당국으로부터 납입보험료와 준비금에 대해서 손비인정을 받는다는 점

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상당수의 주정부도 캡티브의 실체를 인정하여

캡티브의 自州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아울러 일정 요건15)을 갖추는 경

15) 캡티브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중 상당량(예:30%)이 모회사가 아닌 제3자의 위험

물건일 것. 유럽에서는 상당량의 위험 전가가 이루어지고 지급된 보험료가 언더

라이팅 관점에서 인식되는 금액임이 증명되어야 함. 반대로 캡티브가 실현한 이

익금이 모회사 소재국가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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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세제혜택의 이점은 두 번째 고려 사항이 되

고 있다.

세제혜택 이외에 캡티브의 이점으로는 투자이익의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활용, 자금흐름과 투자정책 등에 영향력 행사 그리고 일반 재보험시장으로

의 직접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4,000개의 캡티브가 있다.16) 이중 3,000개사가 일개 그

룹 사에 소속되어 있는 單一母會社 캡티브이다. 특정산업(오일, 화공약품,

제약회사 등) 내의 다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그룹 캡티브(풀과 유사)

가 70∼ 80년대에 미국에서 급성장을 보였고, 근래에는 캡티브의 실제 설

립보다는 시설임차방식으로 「rent-a-captive」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에는 보험 위험의 자본시장으로의 전가를 주목적으로 하는「특수목적회사

(캡티브)」(SPV : Sp ecial Purpose Vehicle)가 설립되고 있다.

이들 캡티브가 거두어들이는 연간 수입보험료는 97년도의 경우 약 210

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기업보험료 3,650 달러의 6%에 상

당한다. 최근 들어 캡티브 설립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보험료 증가율은 연

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6> 에서와 같이 캡티브의 절반 이상

이 미국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영국과 스웨덴의 캡티브가 자국시장

에서 높은 시장점유율(보험료 기준)을 보이고 있음은 흥미롭다.

16) 이 중 1/ 3이 버뮤다에 소재함. 유럽에는 Guernsey,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1999
년 부터는 로이즈 내에서도 캡티브 설립이 가능함. 로이즈 캡티브는 로이즈가

세계 60개국에서 원보험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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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국별 캡티브 수 및 시 장 비중 (19 97)

(단위 : 개, 10억달러, %)

캡티 브 손해보 험료 보험료 10억달러당

캡티브 수수 점유 율 금액 점유 율

미 국 2,064 56.8 376.0 42.0 5.5
영 국 591 16.2 56.5 6.3 10.5
캐나다 147 4.0 27.0 3.0 5.4
스웨덴 144 3.1 5.2 0.6 21.8
프랑스 81 2.2 40.5 4.5 2.0
일 본 66 1.8 100.8 11.3 0.7

자료 : Swiss Re, Sigm a No.2, 1999, p .17 (일부 재가공)

전술한 바와 같이 캡티브의 설립은 세계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보험가격

및 담보력 추이와 상관 관계가 있고 개별 리스크 관리에 있어 일반 보험시

장에 대한 하나의 대체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ART시

장 진입에 있어 캡티브가 첫단계로 꼽히고 있고, 총체적(holistic) 위험관리

프로그램에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가 없다.

나 . ART 솔루 션

ART솔루션에는 책임한정(Finite Risk) 솔루션, MMP(Multi-year/ Multi-line

Products), MTP(Multi-trigger Products), Contingent Capital등과 같은 솔루

션이 있는 바,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책임한정

일부에서 금융보험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책임한정 (재)보험은 보험계약자

의 보험위험 또는 금리위험 등과 같은 비보험 위험을 한정해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특정 년도의 손해경험을 기간적(수년)으로 분산해서 충격을 흡수

하는 장치이다. 이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동질적 위험군 내에서 손해

를 분산하는 일반보험과 비교가 된다. 이 솔루션의 특징적인 사항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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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기간적 분산·(재)보험자가 부담하는 총누계책임한도액을 미리 설

정하여 有限責任化 ·보험가격 결정에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현금할

인)·수재사(또는 원보사) 이익시현시 출재사(또는 계약자)와 공유, 손해 발

생시 수재사 보전 등으로 요약된다.

이 솔루션의 주요 계약형태로는 Loss Portfolio Transfers(LPT), Adverse

Development Covers(ADC), Finite Quota Shares(FQS) 및 Spread Loss

Treaties(SLT) 등이 있다. 이들 계약의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 진

다.

2) MMP(Multi-y e a r / Multi-line P ro d uc ts )

MMP는 다수의 보험종목 또는 다수의 보험/ 비보험 위험을 하나의 보험

프로그램으로 결합해서 담보하는 솔루션으로서 위험의 총체적 접근방법에

기초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담보제공자(원·재보험자)의 보상한도와 계약

자의 자기부담액은 일반 보험에서와 같이 매 위험별 또는 연간 베이스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계약기간(수년)과 전담보 위험에 걸쳐 합계되는

총누계한도액으로 설정된다. 즉, 여러 가지 위험을 결합하므로서 분산하는

것 이외에 시간적으로도 위험분산을 꾀하므로서 효율을 높인다. 상당량의

위험전가를 기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Finite Risk 솔루션과 크게 다

를 바가 없다.

MMP의 이점으로는 위험에 참가하는 보험자와 브로커의 수가 줄기 때문

에 계약체결에 따른 협상·조정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장기

로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다. 즉, 위험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보험가격등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 솔루션은 또

한 고객주문에 따라 특별히 설계되기 때문에 위험담보의 초과·중복 그리

고 갭을 없앨 수 있다. 그럼에도 이 MMP는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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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주문형 상품이기에 대상 리스크프로필을 모두 파악·평가하는데

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나 또는 극히 적은 수의 (재)보험자와의 계약체

결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문제가 있다. 또한 다수의 위험을 패키지화하여

담보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회계원칙과 세액공제의 적용

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다.

3) MTP(Multi-Trig g e r P ro d uc ts )

MMP와 마찬가지로 MTP도 全 論的 위험접근방법에 기초한다. 가장 두

드러진 특징은 클레임 지급이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 1요건은 계약기간 중 보험사고(예 : 화재손해)가 발생해

야 하고, 제 2요건은 비보험사고(예 : 물가폭등)가 발생해야 한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율이 낮아지고, 그 만큼 싼 요율을 계약자에게 제

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보범위가 두 가지 요건으로 한정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험/ 비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흡수가 가능할 정도의 재무준비

가 갖추어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재력이 탄탄치 못한 회사가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제점은

MMP의 경우와 유사하다. 상품설계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신용위

험의 문제가 있으며 세법 및 회계원칙의 적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실제로 94년도에 이 솔루션은 재보험커버로서 원보험회사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N orthridge지진으로 원보험회사는 100억 달러의 손해

를 입었고 동시에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200억 달러의 자본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가, 환율, 금리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회사는 이 상품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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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 ntig e nt Ca pita l(CC)

자본시장으로부터의 ART솔루션 중 또 하나의 대안은 사고후 보험손실의

보전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솔루션은 은행거래에 있어 대출

약정과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출약정이 계약자의 재무건전성 정도

에 연결되어 있으나, 이 상품은 증권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이 솔루션의 주된 고객은 원보험회사이다.

이는 거대사고 발생 이후 감독기관이 정하고 있는 솔벤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솔루션으로 금융분야가 보험권역의 전면에 나서는 셈이 된다. 즉, 자

금제공자는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기는 하나 CC의 또 다른 형태는 주식가격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에 연결된 풋옵션(put option)을 구입하는 것이다. 즉, 증권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주식가격이 사전에 정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옵션을 행

사 할 수 있고 약정된 가격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CC상품은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구입자가 제공자의 신용위험(지급

불능위험)을 갖는다. 이 상품은 또한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나 한번 발

생했다하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위험을 헷징하는데 유효하다. 또

한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과는 달리 이 CC거래는 손해실적을 기간 적으로

분산하여 평준화하지 않는다. 손해 액은 한번에 전액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다. 이 CC거래는 결국 대형사고 이후 운전자금의 부족을 막고 회사가동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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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보 험위 험의 증권 화

일반 보험시장에서 구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담보는 발생가능 최대금액

에 비해서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ISO의 컴퓨터 모델링 보고에 의하

면 미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연간 1,000억 달러를 추정하고 있

다. 현재 미국 손보사의 계약자잉여금이 3,335억원 이라고 볼때 한두번의

재해발생으로 업계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

보험자, 재보험자 및 투자은행들은 이들 위험담보를 위한 커패스티를 추가

로 구득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 포트폴리오의 증권화 방안을 강구하게 되

었다. 물론 보험위험의 증권화는 자연재해위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

지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담보부족이 자연재해 부문에서 특히 심하기 때문

에 이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증권화 모델로서 켈리포니아 지진당국(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

rity)이 발행하는 지진위험채권(ERB : Earthquake Risk Bond)이 있다. 이

채권발행 프로그램에는 아래 <표 7>에서와 같이 전세계의 원·재보험자는

물론 금융시장도 참여하여 몇 개의 층(layer)을 이룬다. 이 중 다섯 번째

층이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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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켈리포니아 지 진위험 담보방식
(단위 : 10억달러)

1

10.5

8.5

7

6

4

0

초과액 담보(contingent excess ) 원보험자

공동참여 : 20억불

지진위험채권 : 15억달러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주정부 수익채권(revenue bond)*

재보험(비비례)레이어(layer ) : 20억불

초과액담보(contingent excess )
원보험자 공동참여 : 30억불

원보험자 공동참여 : 10억불

* : 수익채권(revenue bond)은 채권발행사의 전반적인 재력과 공신력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일반 보증채권과 달리 어떤 특정한 수익, 즉 특

정 프로젝트나 세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서만 상환이

보증되는 채권임.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상·하수

도, 발전소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금융을 위해 발행함.
자료 : Swiss Re, Sigma N o.5, 1996

이 채권의 만기는 10년이고 위험담보가 있기 때문에 여타 일반 공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위험담보기간 중(발행일로부터 최초 4개년) 70억 달러 이상

의 지진손해가 있는 경우 잔여기간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만기시 원금 상

환은 손해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보장된다. 다섯 번째 레이어인 15억 달러

의 담보력을 얻기 위하여는 35억 달러 상당의 ERB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중 20억 달러는 만기시 원금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공채기금으로 편

입되고 나머지 15억 달러는 상기 CEA 프로그램의 위험자본으로 사용된다.

보험위험의 증권화에 대해서 또 다른 一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자연재

해 위험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요하는 원보험자가 특수목적 재보험사(SPV)

를 설립해서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 특수목적 재보험사는 조달된 자금과 원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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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안정적으로 자금운용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재보험 담보를 원보험자에

제공한다. 일명 「Act of God」Bond라고 불리는 이 고수익 채권에서 만기

일까지 자연재해가 발생치 않으면 투자자는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

환 받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일정금액 이상을 달할 경

우는 상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원금과 이자에 손해를 볼 수 있다17). 자

연재해의 증권화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그리고 투자은행이 할 수 있다. 특

수목적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재보험증권을 발급하는데, 이는 감독 또는

세금감면 목적으로 이 거래가 재보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

함이다.

원 보험자

연간이자 지급

출 자

특수목적
재보험자

투자자

연간 재보험료 지급

재보험담보제공

이와 같이 보험위험의 증권화 장점은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담보력을 늘

릴수 있고 장기계약으로 위험헷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증권화

는 재보험 차원에서 재보험의 대체 또는 보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

으로는 보험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금융보험적 투자상품 개발이 본격

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투자상품은 순수금융위험과는 무관하고 포트폴리

오의 분산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고 보고있다.

실제로 최근 도쿄 디즈니랜드의 소유자인 Oriental Land사가 지진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케이만 소재 특수목적재보험사를 통해 2억불 상당의 채권

(기간 5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 John J. Koller, "Making the Most of the Capital Markets", Risk M anagemen t, Au
gust 199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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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보 험파 생상 품

1) 보험옵션

자본시장에서의 상품을 이용하여 보험위험을 통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는 92년말 미국의 CBOT18)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대상으로 한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개발에서 이루어졌다. 이 파생상품은 특정지수(실

적)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즉, 손해실적에 기초해서 만들

어지는 특정지수와 계약자의 실제 실적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보험 담보의

효과성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실제로 CBOT지수는 보험자의 전체 캣로스(Cat.

Loss)에 기초하고, BCX지수는 보험자의 주택소유자 보험증권에서의 날씨관

련 손해액에 기초하고 있다.

시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손해사정업체인

PCS(Prop erty Claim s Services)사가 매일 제공하는 손해지수에 기초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담보 보험 콜옵션(Call Option)

이다.

이 옵션은 지수가 사전에 정한 수준(strike price)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권리행사 가격에서 매입권리를 행사한다. 이 거래는 몇몇 층(layer)

으로 나누어서 담보한다는 점에서 XOL 커버와 유사하나, XOL이 출재사의

위험 포트폴리오(특정위험)를 담보하고, 옵션거래가 불특정 다수 위험의 평

균 포트폴리오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같이 기초위험의 차이로

이 거래가 일반 (재)보험 솔루션의 보완 수단은 될지언정 대체수단은 될

수 없고, 실제 거래량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 Catastrophe에 대한 손해지수(PCS지수) 관련 선물과 옵션은 1992년 이래 chicago
Board of Trade(CBOT)에서 판매되어오고, 1997년 Bermu da Comm odities Exch
ange(BCX)에서도 소개됨. 보험파생상품의 거래실적은 아직 미미하고 초기단계에

있음. 그나마 CBOT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위험대처에 있어 아직은 그 효용이 검

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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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 관련지수는 손해액(또는 사고발생율)에 기초하는 것 이외에

온도, 강우량, 우기일수 등에 기초해서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로써 기후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회사(냉난방업체등), 건설회사, 식료품/ 주류업자, 레저기

업(수영장, 산악철도, 테마공원, 스포츠상점등)은 소득상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풋옵션을 매입하는 등 보험파생상품을 이용하

고 있다.19)

자연재해위험의 헷지와 관련하여 PCS Call Spread20)를 일례로 들어본다.

(재)보험자는 미국 서해안의 지진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200/ 250 Western Annu al Call Spread를 매입한다. 200 Call Option을 매

입하고 동시에 250 Call Option을 매도함으로서 200억 달라(지수1=1억달

러)에서 250억 달러까지의 시장 손해를 커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보

험자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커버를 설계해서 낮은 옵션 구입비용(option

pnemium)으로 이 커버를 매입 할 수 있다.

2) 보험스왑

스왑거래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 및 기간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금을

보다 유리하게 조달하기 위해 상호간에 부채를 교환함으로써 위험을 회피

하려는 금융기법이다21).

19) 온도관련 풋옵션은 온도가 일정 지수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옵션 매입자는 미리

정한 금액으로 팔 권리를 가짐. 보상금액은 일정수준 이하로 지수가 떨어지는

정도(온도단위)에 기초하여 계산함. 겨울이 추울수록 지수는 올라가고, 더울수록

낮아짐. 기후파생상품은 지난 2년간 미국 시카고시장에서 2천여건의 거래가 이

루어지고 거래대금도 30억 달러에 달함. 중앙일보, 1999. 9. 28.
20) 원래 스프레드는 현물가격의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통상 어느 시장에서 동일한

대상 상품의 두 개의 선물간 가격 차이를 말함. 즉, 거래대상 상품간의 가격차이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래로서 이에는 상품간 스프레드,
시장간 스프레드 그리고 결제월간 스프레드의 세 가지가 있음.

21) 스왑에는 금리스왑, 베이시스스왑, 통화스왑등이 있는데, 이들 거래는 금융시장

의 세계적인 통합화, 금융의 증권화 및 장부외거래의 진전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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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문에 있어서는 96년 10월 뉴욕에서 개장된 CATEX(Catastrophe

Risk Exchage)를 들 수 있다. 이 거래소에서 원·재보험자, 보험브로커, 캡

티브 등 위험인수·취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손해형태별로 서로 다

른 자연재해위험을 팩키지 형태로 상호교환하여 다변화를 기한다. 멕시코

연안의 허리케인,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켈리포니아의 지진, 아이오와의

우박 등이 교환의 대상이다. 이 거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교환이 아

니라 현금흐름의 교환이기 때문에 클레임 처리는 개별위험의 인수자가 담

당하고, 또한 위험의 교환이기 때문에 보험담보의 증대를 가져오는 옵션거

래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는데는 전통

적인 일반(재)보험시설 이외에 보험위험의 증권화 그리고 CATEX, CBOT

市場에서의 先物·옵션·스왑 등 보험파생상품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보

험위험에 자본시장의 참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 대재해 재보험과 상기한 증권화/ 옵션거래 등과의 근본적 차이점은

소위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유무 여부에 있다. 특히 옵션거래는 개별

위험요소의 고려 없이 다수의 위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통계

해서 지수화 하기 때문에 개별위험의 손해경험과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따

라서 개별 보험포트폴리오의 헷징 효과는 평균 대표 포트폴리오와의 상관

관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대재해담보재보험(비비례) 등 일반(재)

보험과 ART솔루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표 8>에서와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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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일 반 (재 )보 험 과 A RT솔 루 션과 의 공 통 점 /차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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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보 험시장과 자본시 장

자본시장

재보험시장

보험시장

CATEX

C BOT
파 생 상 품

보험 위 험 의 증권 화

자료 : Swiss Re, Sigm a N o.5, 1996

4 . 국가별 A RT 市場의 展望

가 . 미 국

미국은 ART솔루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생산물

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상, 환경배상책임 등의 배상책임보험 문제가 ART솔

루션의 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형

태의 대체보험시설이 성장·발전하여 왔다. 설사 일반(재)보험시장에서 유

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보험 담보구득이 가능하더라도 대체보험시장의 현행

성장추세는 크게 위축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의 캡티브 시장은 저성장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은

rent-a-captive를 이용하고 기존 캡티브는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려 하

고 있다. 미국의 많은 州들은 캡티브에 관한 규제조건을 완화해서 自州에

서의 設立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Multi-line/ Multi-year등의 결합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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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위험관리 업무의 기업내 또는 그룹내

통합필요성 증대22)로 危險限定(finite)의 준거틀 내에서 전통적 위험전가방

식과 대체적 위험재무방식의 결합상품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 보험위험의 증권화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위

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채권·보험파생상품은 시카고·버뮤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거래의 CATEX(Catastrophe Risk

Exchange)거래소가 최근 년도에 뉴욕과 버뮤다에서 개장했다. 앞으로 많은

위험주체들이 자신들의 위험관리문제를 상당부분 자본시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나 . 유 럽

유럽시장에서 대체위험파이낸싱 솔루션은 국가마다 그 발전 정도가 다르

다.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으나 그 외의 국가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역내 세계적인 대 그룹사는 범세계적 경쟁력 향상 차원에

서 비용·효율면에 비교우위의 위험관리정책을 추구하고 그 일환으로 파이

낸싱 솔루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럽은 기업자금조달에 있어 미

국시장보다 자본시장의 의존도가 덜하고 그 결과 경영에 대한 주주압력도

약하며 은닉준비금(hidden reserve)23)을 허용하는 회계처리관행 등으로

22) 일반적으로 기업/ 그룹의 업무분장상 재무부서는 이자율, 환율 및 물가변동 위

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위험관리부서는 화재, 배상책임, 기업휴지등과 같

은 언더라이팅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음. 이러한 위험관리업무의 양분화

는 기업/ 그룹의 총체적 위험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조직·기능면에 있

어 전체와 일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체론적 위험관리(holistic risk
m anagement)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23) 은닉준비금(Hidden Reserve) : 자산가치를 저평가(understatement)하거나 부채

를 일괄 계상(overaccrual)하는 등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순가치를 저평가하게 되

는 결과를 낳으며, 이러한 저평가를 은닉준비금이라고 함. 이러한 은닉준비금은

궁극적으로 숨겨진 자산가치가 향후에 현금화될 때 기업이익이 증폭되는 효과를

가져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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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캡티브 성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캡티브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가

격 자유화, 보험시장의 규제완화 그리고 세금공제대상 준비금 범위의 축소

등을 들어 캡티브 존재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유로貨 시

행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단일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본

시장의 자유화 폭이 넓어지면서 주주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관리문화는 변할 것이고, 그에 부응하여 Finite 솔루

션 등 결합상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 일 본 / 아시 아 국 가

아시아 국가에서의 ART분야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母會社 소유 캡티브는 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조차 위험관

리기능은 실제적이지 못하고 행정적 업무로 치우치는 경향에 있다. 특히

대그룹사와 손해보험회사간에 상호의존도가 심하고, 기업 보험의 상당부분

이 이들 그룹사에서 얻어지고 있어 경쟁력 향상 압박에 부응할 수 있는

ART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최근의 경제·금융위기와 시장 개방체제는 기업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고, 보다 전문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안을 찾게 하고 있다. 시장 구조조정으로 보험금포트폴리오이전(LPT)등

Finite형태의 (재)보험 방식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보험위험의 자본시

장으로의 전가는 일본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몇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진과 태풍위험을 자본시장에 출재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담보력을 자본시장에서 일부 구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ART시장의 발전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규제의 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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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RT상품에 대한 규제당국의 지원(세제 포함), 회계기준의 신축적 운용,

건전성 규제의 적용, 용이한 금융·자본시장으로의 접근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초현대적 원거리 통신시설 구축, 고도의 보험전문성과 기술·지식 등

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4)

24) Gerling Global Financial Products사(뉴욕)의 Managing Director Suresh
Krishnan이 Asia Insurance Review지가 최근 개최한 「Conference on
Alternative Risk Transfer : Is Asia Ready?」제하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의 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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