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캡티 브 에 관한 一 般事 項

1 . 캡티브의 定義 및 形態

가 . 캡티브 의 正義

캡티브란 일반적으로 母企業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子會社 형태로

설립된 보험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일반인의 위험 인

수를 주요 영업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보험회사와는 업무 기능이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금흐름의 측면에서 일반 보험회사와 비

교하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캡티브가 얻은 투자수익과 영업이

익은 결국 캡티브를 설립한 모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圖 Ⅱ - 1> 保險會社와 캡 티브의 資金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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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Dat am onit or , Capt iv e In surance, P ear son Profession al Lim ited, 1995,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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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 設立主體는 단독 母企業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주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캡티브는 母企業이나 系列企業 危險뿐 아니라 타계약

자의 물건도 원보험이나 재보험의 형태로 인수를 확대하여 일반 보험회

사와 유사한 기능을 보이고 있으므로 캡티브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나 . 캡티브 의 形態

캡티브는 소유기업의 특성과 취급하는 보험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로 캡티브 설립자의 수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 캡티브,

둘째로 캡티브가 母企業 물건만 인수하는 경우와 또는 비계열 물건도

인수하는 경우에 따라 순수 캡티브 또는 광의의 캡티브,

세째로 원보험 위주로 캡티브를 운영하는 경우와 재보험 위주로 캡티

브를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 원보험 캡티브 또는 재보험 캡티브,

네째로 캡티브 소재지가 자국 또는 외국의 구분에 따라 자국 캡티브

또는 해외 캡티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單一 캡티 브 / 複數 캡티브

單一 캡티브(single captive)는 캡티브 소유주가 단독인 경우이며, 복수

캡티브는 캡티브 소유주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단일 캡티브는 자체 母企業의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결

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으며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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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複數 캡티브(multiple captive)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설립하였으므

로 캡티브 운영에 소모되는 비용을 참여기업들이 분담하게 됨에 따라 운

영비용이 저렴하며 또한 다수의 물건을 재보험 처리하는 경우 단일 캡티

브에 비해 재보험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복수 캡티브의 경우에는 참여기업간에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가 많으며, 참여기업간 손해율의 격차가 큰 경우 캡티브를 계속 유지하

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복수 캡티브 설립시에는 각 참여기업들의 보험료 규모, 위험의

종류, 상호 인간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일 캡티브 설립보다 유리

한 점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경우에 복수 캡티브를 설립하여야 할 것

이다.

2) 純粹 캡티 브 / 廣義의 캡티브

캡티브가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純粹 캡티브(pure captive)와

廣義의 캡티브(broad captive)로 구분되는데, 순수 캡티브는 캡티브가 순

수하게 母企業의 고유위험만을 취급하나 광의의 캡티브는 모기업의 고유

영역이 아닌 일반인의 위험도 취급한다.

따라서 광의의 캡티브는 캡티브 소유주가 복수로 구성되며, 영업 방법

으로는 전통적 보험회사나 언더라이팅 에이전시(underwriting agency )에

의해 운영되는 「풀(pool)」에 참여함으로써 일정 지분을 재보험으로 확

보할 수 있으며 또한 交換再保險(reciprocal insurance exchange) 방법으

로 타 캡티브사와 물건을 교환하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풀에 참여하는 경우 풀을 운영하는 보험사나 에이전트사들의

언더라이팅 능력에 따라 풀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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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교환재보험의 경우에도 거래하는 상대회사의 물건의 위험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 교환재보험으로 利益創出이 가능한지에 대

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순수캡티브는 單獨所有 純粹캡티브(single- owner pure captive)와 團體

所有 純粹캡티브(group pure captive)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987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약 2,000여개의 캡티브중 약30%가 단체소

유 순수캡티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독소유 순수캡티브는 캡티브 소유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독으로

소유한 형태인데 대부분의 캡티브는 버뮤다 같은 海外(offshore)지역1)에

설립되어 있다.

단체소유 순수캡티브는 개인이나 법인이 단체를 이루어 설립한 캡티브

로서 최초에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버뮤다, 케

이만 군도 등의 海外地域에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체 순수캡티브가 발달되고 있는 이유로는 전통적 보험시장이 경기순

환에 따라 보험자의 引受能力의 편차가 심한데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0년에 캘리포니아 치과의사협회에서 설립한 캡티브

(California Dental A ssociation Captive)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업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專門職業賠償責任保險(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캡티브를 설립한 경우이다.

1970년대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의 요율이 급격히 인

상되자 세계 주요 석유관련 회사들이 공동으로 OIL (Oil Insurance Ltd.)

이란 相互保險會社를 설립하여 회원사들에 대한 보험담보를 제공하게 되

1) 캡티브 설립지역이 자국(dom est ic )이나 내륙 (on shore)지역이 아닌 주로 해외

의 섬 (Islan d)지역(예:버뮤다)에 현지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을 「offsh ore

capt iv e」라함. 이 글에서는 「offsh ore」를 「海外」로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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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재 OIL에는 약 4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석

유회사인 Standard Oil of California, Atlantic Richfield, Standard Oil of

Ohio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Petrofina, 영국의 Burmah Oil, 프랑스의

Compagine Francaise des Petroles등이 가입하는 다국적 단체소유 순수

캡티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 原保險 캡 티브 / 再保險 캡티브

① 原保險 캡티브

원보험 캡티브는 전통적인 보험시장의 프론팅(fronting )2) 과정을 거치

지 않고 직접 母企業이나 고객을 위해 保險證券을 발급하는 형태이다(<

圖 Ⅱ- 2> 참조).

원보험 캡티브는 언더라이팅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프론팅이나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母企業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원보험 캡티브 설립시 국내법에

따라 적정 규모의 자본금이나 支給餘力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

통적인 보험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원보험 캡티브 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母企業이 소재한 국가에서의 원보험 캡티브는 운

영이 쉽지 않다.

그러나, 특수한 예로서 유럽연합(EU )에서는 EU 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2) 프론팅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고자 하는 현지에서의 영업면허

를 갖고있지 않은 경우에 자사에서 정한 보험조건, 요율 등을 현지 보험회사

에 주어 그 원보험을 인수하게 한 후 자사가 그 대부분의 지분(보통 80% 이

상)을 수재하는 방식으로 인수하고 수수료(front in g fee)만을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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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子會社나 系列會社들이 保險擔保를 위해 EU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원보험 캡티브를 이용하는 경우 원보험에 대한 크로스보더를 허용

하고 있으므로 유럽지역의 원보험 캡티브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圖 Ⅱ - 2> 原保險 캡티브 業務 處理 形態

모 기 업 계 열 회 사

보험료↓↑보 험금 보험료↓↑보험금

캡 티 브

보 험료↓↑보험금

재보험자

② 再保險 캡티브

재보험 캡티브는 일반적으로 원보험 캡티브에 비해 설립이 쉽기 때문

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재보험 캡티브 설립을 선호하는 구체적 이유를 보면,

첫째, 재보험 캡티브 설립시에는 국가의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고,

캡티브 설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둘째, 多國籍 企業인 경우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원보험에 대한 크

로스보더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국적 기업의 위험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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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보험회사를 통해 프론팅으로 재보험 계약을

인수하여 다국적 기업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보험 캡티

브 설립이 필요하며,

셋째, 재보험 캡티브는 원보험 캡티브에 비해 業務, 投資, 營業등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母企業은 원보험자와 원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원보험자

는 프론팅을 통하여 캡티브에 상당 부분의 지분을 재보험으로 출재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재보험 캡티브가 母企業의 위험을 인수하는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

<圖 Ⅱ - 3 > 再保險 캡티브 業務 處理 形態

모 기 업

보험료 ↓ ↑보험금

프 론팅 보험 자

보험료 ↙ ↗ 보험금

재 보험 캡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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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參與캡 티브 (Re nt - A- Ca pt ive )

參與캡티브3 )는 기존의 캡티브가 일반회사에게 캡티브 시설을 임대해

주는 개념이다. 즉, 기업이 신규로 캡티브를 설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캡티브를 설립하기 전에 캡티브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향후 캡티브 설립에 대비하여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캡티브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여캡티브 설비의 임차인은 자체 계정(account )에 대해 보험사고 발

생시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게 되나, 참여캡티브를 이용하는 목적은

동 설비를 통하여 超過損害額(excess of loss ) 및 超過損害率(stop loss )

등의 재보험 처리나 프론팅 등 제반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참여캡티브 제공자는 임차인에게 위험관리기법을 전수하며, 임차인들

이 지급한 경비를 공동 재보험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참

여사가 캡티브에 지불하는 管理手數料(rental fee)는 프론팅과 재보험 처

리를 포함하여 총보험료의 25% 내지 40%를 부과하며 대개 국제적 브로

커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참여캡티브 이용의 이점으로는 첫째, 기업이 자체 물건의 위험관리를

위해 캡티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나 기존

캡티브의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짧은 시일내에 캡티브 설립의 효과를 얻

을 수 있으며,

둘째, 신규로 참여캡티브에 참여하는 기업은 캡티브의 자본금이나 준

비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이나 준비금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째, 참여캡티브 회원 가입시 지불하는 관리비용은 신규 캡티브 설립

시의 비용이나 타 채널로 통한 위험처리 비용보다 저렴하며

3) Rent - a - capt iv e를 「참여캡티브」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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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참여캡티브 회원사들은 보험 증권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회원직

을 탈퇴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 동안의 캡티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

업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圖Ⅱ - 4 > 참여캡 티브의 자금흐름

브 로 커 ← 보험료 피 보 험 자

수수료를 공제한

보험료

↓

비의결권 ↑

주식 영업이익

↓ 투지수익

프론팅회사
→ 보험료

보험금 ←

참 여 캡티브

(re nt - a - c a pt ive )

↓ 재보험 료

재 보 험 자

資料: Captiv e & Captiv e Location s , S edg w ick M an agen ent S ervice & A on

Risk S ervices , 1995, p .15.

2 . 캡티브 設立의 理由

캡티브 설립의 주요 이유로는 전통적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財務

的 니드를 충족해 주기 못하는 데 기인하나, 근래에는 계약자들이 危險

管理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自家保險을 통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

해 캡티브를 설립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캡티브 설립의 주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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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保險契 約者의 經費節減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經常費로 활

용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

험료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契約者(企業) 입장에서는 자체 보유를 늘리면서 보험회사의 의존도를

줄일 경우 보험자들이 계약자의 보험료로 얻어내고 있는 경상비나 投資

收益 등을 계약자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 損害率 이 優良한 物件에 대한 自 體 危險管理 機能 强化

保險目的物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은 10년에 1번 발생하거나, 2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등 그 발생 주기가 불확실하므로 우량한 보험목적물을

소유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자체 적립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

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는 경우 캡티브를 설립하게 된다.

다 . 保險市 場의 景氣循環 (c yc le )에 對備

보험시장은 景氣循環에 따라 보험가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실제 손해율에 따라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캡티브를

설립함으로써 보험시장의 경기순환에 따른 가격의 不安定性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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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保險者 의 料率算定에 대한 불 만

전통적인 보험자에 의해 산정되는 보험료는 손해율의 격차가 심한 다

수의 보험가입 물건에 대해 平準化된 價格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우량 물

건을 소유한 고액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마 . 保險者 의 擔保範圍 制限

미국에서 生産物賠償責任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보험자들이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담보를 제한하거나 보험담보 제공을 거부

하는 상황이 늘어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자구책으로 캡티브 설립을 선호

하게 된다.

특히, 보험브로커들이 보험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고액 계약자

들에게 자구책으로 캡티브를 이용하는 기법을 보급함으로써 캡티브 설립

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바 . 生産物 賠償責任保險 料 引上

미국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게 되자 보험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캡티브를 형성하여 위험에 대

처하게 되었다.

사 . 保險者 提 供서비스에 대한 不 滿

계약자가 지급하는 保險料에는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

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험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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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생각하는 계약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자 캡티브를 설립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 . 顧客에 대 한 自體 서비스 强化

제조업체가 원료 공급자나 고객에게 자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캡

티브를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콘택트렌즈 제조회사

가 캡티브를 설립하여 렌즈를 구입한 고객이 렌즈를 손상하는 경우 保險

擔保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3 . 캡티브 設立의 長短點

가 . 캡티브 의 長點

캡티브의 설립동기는 캡티브 설립을 통해 母企業에게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며 또한 그 기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캡티브를 설립하는 잇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企業의 自 體收益性을 확보

전통적인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중 약 35∼40% 정도는 보험자

의 업무처리비용이나 이익금에 충당되므로 직접 自家保險 형태로 운영할

때에는 동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어 이 부분만큼 기업의 수

익성은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캡티브 자산에 관한 연구4)에 따

4) Yeon Hur , "Con siderat ion s in Ev alu ating S olv ency of Capt iv e In sur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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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평균적으로 캡티브를 이용할 경우 일반 보험회사를 이용할 경우보

다 약 10%가량 부가비용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母企業이나 系列企業의 손해율이 안정될 경우 자체 保險料 積立

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들 적립된 보험료를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投資收益을 올릴 수 있다.

2) 安定的 이고 長期的 관점에 서 保險擔保 확보

전통적인 보험시장은 景氣循環에 따라 보험가격의 변동이 심하게 발생

될 수 있으므로 自然災害 또는 대형이재의 발생으로 일시에 시장실적이

악화될 경우 自社의 손해율이 양호한 보험계약자의 요율도 동시에 인상

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의 급등락을 피하고 보험담보의 不安全性을 해

결하기 위해 자체 적립금으로 캡티브를 운영하여 안정되고 장기적인 담

보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전통적인 보험시

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위험 등에 대하여 자체 준비금을 활용하여 효율

적으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잇점이 있게 된다.

3 ) 自體 保有 金額의 彈力的 調整 可能

캡티브를 적절히 이용하여 우량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체보유를 늘리고

불량한 물건에 대하여 전통적인 재보험시장을 이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등 자체 보유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Journ al of the S ociety of In suran ce Research , F all 1994, pp.4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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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稅制惠 澤

母企業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는 기업의 비용으로 취급되어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보험료를 미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준

비금으로 적립하여 投資收益을 얻을 수 있게 된다.

5 ) 自家保 險 役割 擴大

캡티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자체 유보금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자체 보유를 극대화하고 재보험시장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인 캡

티브의 자가보험 역할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母企業에 대하여도 이

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Profit Center )을 수행할 수 있다.

6 ) 設立의 容 易性

캡티브 설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와 캡티브의 설립과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들의 대거 등장으로 계약자들이 보다 손쉽게

캡티브를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버뮤다에는 1995년 현재 약 1,300여의 캡티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주요 이유로는 ① 버뮤다가 정치 및 경제적으로 安定되어 있

으며 ② 자본이나 이익금의 國外移動이 용이하며 ③ 稅金惠澤 뿐만 아

니라 세계 각국의 지점망을 가진 대형 은행들이 진출하고 있어 送金 등

이 편리하며 ④ 법률, 회계관련 컨설팅 서비스 기관 및 캡티브 전담 관

리회사 같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다국적 기업인 경우 캡티브를 설립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소

재하고 있는 물건의 危險管理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잇점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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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 캡티브 의 逆機能

캡티브의 설립은 母企業에게 위에 기술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설립에

따른 비용등 母企業에게 다음과 같은 부담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1) 大型事 故 발생시 母企業의 財 務構造 不實化 초래

캡티브 설립의 승패는 캡티브의 損害處理(Loss Control) 능력에 좌우

될 수 있는데, 손해처리 능력이 미약한 캡티브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시

자체준비금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캡티브의 기

능이 마비될 수 있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시 캡티브의 自體準備金이 부

족한 경우 母企業이 복구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母企業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2) 保險者 와 동일한 規制適用

국가별로 캡티브 설립에 관한 규제가 상이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캡티브도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자로 간주하여 支給餘力의 確保,

일정수준의 資本金 및 法定準備金의 積立, 감독기관에 재무자료 제출 등

의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3 ) 保險者 의 지속적 협조 곤란

캡티브는 일반 보험회사와의 제반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으나 전통적인 보험시장은 손해율의 偏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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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하므로 시장여건이 악화된 경우 캡티브가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보

험자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4 ) 非效率 的인 經費負擔

캡티브도 보험회사의 일종이므로 소규모 캡티브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보험회사가 처리하여야 할 損害査定, 契約管理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여

야 하므로 제한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캡티브로서는 비교적 높은 경비

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5 ) 高價의 재 보험 費用負擔

캡티브가 인수하는 母企業의 保險加入對象 물건이 고액인 경우 캡티브

의 제한된 보유능력 때문에 전통적인 재보험시장의 담보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재보험자가 요구하는 고가의 재보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

6 ) 合理的 인 保險料率 算定의 어 려움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위험을 母企業을 위해 캡티브가

담보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합

리적인 보험요율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7 ) 캡티브 에 대한 出再規制

多國籍 企業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전 系列企業을 대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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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保險管理를 하기 위하여 캡티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 경우 계열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서는 자국에서 인가

를 받지 않는 보험자(또는 캡티브)에게 출재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계열사 물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캡티브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8) 危險管 理 能力 必要

캡티브의 損害實績은 보험자의 요율 산정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불량한 손해율을 기록한 경우 상당히 높은 보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

다. 따라서 캡티브가 인수하는 보험목적물의 손해예방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이 뛰어나야만 정상적으로 캡티브의 운영이 가능하다.

4 . 캡티브 發達過程

가 . 歷史的 背 景

보험에 있어서 自家保險과 캡티브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미

국이었다. 導入 背景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특히 賠償

責任保險의 급격한 보험요율의 상승을 들 수 있다. 그당시 賠償責任保險

分野의 급격한 保險料率의 상승은 주로 營業賠償責任保險(Commercial

Liability Cover )분야로 특히 勤勞者災害補償責任保險(Employer s '

liability and worker ' compensation )에 있어서의 保險事故가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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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Ⅱ - 5 > 美 國의 營業賠償責 任保險市場 推移 (19 84 - 1993 )

資料: Datamonitor , Captive Insurance, Pearson Professional Limited,

1995, p41.

근재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야로는 石

綿製造와 관련된 것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석면 먼

지에 노출됨으로써 石綿沈着症(asbestosis )에 걸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매우 높은 補償金額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大型事故 事例는 런

던의 로이즈 再保險市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마침내 賠償責任

담보의 위기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이러한 再保險 인수가격이 상승하자

原保險者가 일부 근재보험에 대해 인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

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營業賠償責任保險의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었

다. 따라서 미국의 企業들은 賠償責任保險을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인은

미국의 産業分野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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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 - 1> 美 國의 營業賠償責 任保險市場 實績 (19 84 - 1993 )

지표 (1984 =100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근 재보험

100

113

135

155

173

187

205

207

197

201

기타배상 책임보험

100

178

299

322

294

285

280

260

262

274

註: 지표는 수입보험료 기준임.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42.

미국의 賠償責任保險市場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기표에 의하면 賠

償責任과 관련한 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1986년 까지는 상당한 成

長率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는 其他賠償責任保險의 보험료는

완만한 減少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료의 下向趨勢는 보험요율 수준의 하락이 아니라 保險

擔保를 확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즉 대부분의 營業賠償責任은

强制保險이므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많은 기업들이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營業賠償責任保險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이 곤란하였

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기업활동을 중단하던가 아니면 다

른 수단에 의해 擔保를 제공받든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保險者로부터 담보확보가 어려워지자 被保險者들은 强制保險의 법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自家保險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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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캡티브 保險者 또는 再保險者를 설립하거나 危

險保有集團(risk retension group)을 만들게 되었다.

나 . 自家保 險 (s e lf ins ura nc e )의 발전

이와 같은 배경하에 미국의 損害保險(commercial property and casua-

lty ) 시장에서의 自家保險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自家保險市場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1991년에 이르러서는

自家保險市場이 자체적으로 확립되어 전체 損害保險의 상당한 부분을 점

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自家保險市場 규모를 보면 1991년에 全體 損害保

險市場의 22%인 약 500억불, 1994년에는 약 34%인 850억불을 기록하

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미국 保險市場 構造의 變化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市場構造의 變化가 一般保險市場에 대한 自家保險의 市場占有率

증가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保險産業에 대한 賠償責任種目

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賠償責任保險關聯 代替

保險(alternative insurance) 市場은 賠償責任保險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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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Ⅱ - 6 > 美國 損害保 險市場의 自家保 險 占有現況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43.

<表 Ⅱ - 2> 美國 損害 保險市場의 自家 保險 現況 ( 199 1- 19 94 )

수입보험료(10억불 기준)

일반보험

자가보험

계

1991

173

50

223

1994

162

85

247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44.

<表 Ⅱ- 3>에 의하면 1991년에는 自家保險이 全體 賠償責任保險市場에

서 30.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1994년에는 전체시장의 약 39.8%

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賠償責任保險의 전통적인

공급자인 일반 보험회사가 이 분야에서의 營業活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고 收益性이 떨어지는 등 극도의 악조건하에 처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시장구조에 있어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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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 - 3 > 美國 賠償 責任保險의 自家 保險 現況 ( 199 1- 19 94 )

수입보험료 (10억불 기준)

일반보험

자가보험

계

1991

91

40

131

1994

103

68

171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45.

<圖 Ⅱ - 7 > 美 國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自家保險 占 有現況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44.

즉, 미국의 보험시장은 대체보험담보(Alternative insurance cover )가

증가함에 따라 自家保險의 기능이 체계화되었으며, 이러한 대체보험시장

의 성장은 미국 대형기업들의 위험관리기능의 성장과도 시기적으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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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 . 自 家保險의 形態

1) 純粹自 家保險

純粹自家保險(pure self- insurance)은 自家保險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피보험자는 직접 自家保險을 위한 積立金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험

에 가입하지 않고 모든 손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일정부분의

위험을 자체보유하고 그 이상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再保險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危險管理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 비교적 단

순하며, 積立金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수반하는 危險이 클 경우, 예를 들면 근재보험

이나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 등으로부터 대형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자

체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非專門組織으로서 체계적인 보험관

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2) 캡티브 保 險者

純粹自家保險의 단점들은 캡티브의 설립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

다. 미국에서 캡티브는 특히 賠償責任保險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설

립한 일종의 自家保險會社이다.

미국 캡티브 보험자의 규모로는 1994년을 기준으로 대체보험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원수보험료는 약 170억불 정도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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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Ⅱ - 8> 美國의 캡 티브 保險市場 ( 1994 )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46.

3 ) 危險保 有集團 (Ris k rete nt io n g ro ups )

위험보유집단(RRGs)은 1981년과 1986년 미국의 危險保有法(Risk

Retension Acts )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 법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의 賠償責任危機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위험보유집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稅金減免惠澤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업종 분야에서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위험보유

집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위험보유집단은 미국의 1개 州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지

만, 聯邦政府에 전체 사업계획을 申告하면 타 지역에서도 보험을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미국을 통한 위험인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험보유집단이 규제상의 융통성, 효율적인 費用分擔과 賠償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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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擔保 등의 잇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市場占有

率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94년말 위험보유집단이 대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1∼3%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

정되었다.

<圖 Ⅱ - 9 > 美國 의 代替保險市場 現 況 (19 94 )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47.

4 ) 市場에 의 影響

미국의 賠償責任保險 危機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여러 산업계에 自家保

險의 文化를 배양하였다. 賠償責任위기의 근원을 제공한 원인이 아직까

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賠償責任 保險料 수준이 하락하지 않았을 뿐

더러 自家保險 戰略을 채택하여 자가보험의 잇점을 누려온 기업들로서는

일반 보험자로의 回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代替保險을 제공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병

행하여 주요 보험브로커들이 캡티브와 위험보유집단의 管理 分野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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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및 미국의 대형 브로커들은 회사 소재

지의 선택, 캡티브의 설립, 그리고 일상적인 보험관리업무 등 包括的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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