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캡티 브 設 立 및 運 營

1 . 캡티브 設立의 妥當性 分析

母企業의 자체 위험을 管理하는 캡티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

당성 연구를 실행해야 한다. 타당성 연구의 主要 目標는 캡티브 설립과

기존 보험 프로그램의 長短點을 比較 分析하여 캡티브를 설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妥當한지 與否를 결정하는 것이다. 캡티브를 설립함으로써

母企業의 위험을 인수하고 再保險市場에의 접근이 쉬워지는데 이로 인한

費用節約이 캡티브 설립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

로 타당성연구는 기업의 기존 보험 프로그램과 기록을 평가하여 保險料

規模, 과거의 損害實績, 노출위험의 크기 등을 기업의 전반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캡티브 설립이 가능한가 판단하는 데 있다. 이러한 타당

성 분석은 豫備分析段階와 深層分析段階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

가 . 豫備分 析段階

예비분석단계란 구체적인 深層分析에는 많은 經費와 時間이 소요되므

로 이에 앞서 적은 費用으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保險 및 위험관리와

캡티브에 의한 管理를 比較·評價함으로서 캡티브 설립의 타당성을 개괄

적으로 把握해 보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캡티브를 설

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현재 기업의 위상과 대비해 볼 때 실현

이 가능한지 또는 캡티브 설립 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관하여 分析

해야 한다.

우선 母企業의 입장에서 캡티브 설립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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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캡티브를 設立하는 목적은 기업

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保險費用의 節約

- 旣存 保險擔保의 擴大 또는 현재 保險加入이 불가능한 위험부분의

擔保

- 보다 많은 自家保險 保有에 필요한 信用確保

- 多國籍 保險 프로그램의 統合

- 現金흐름 및 投資收益의 향상

- 위험관리와 危險財務技法(Risk Financing ) 戰略의 그룹차원 수행

타당성 연구는 기업의 캡티브 설립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캡티

브 설립 목적이 保險費用의 節約에 있다면 타당성연구는 비교적 간단하

지만 설립목적이 擔保을 擴大하거나 不良物件의 위험담보에 있다면 타당

성 연구는 프론팅(fronting ), 再保險 擔保, 保險料의 稅制問題 등으로 훨

씬 복잡해진다.

기업의 캡티브 설립 목적이 명확히 설정된 다음에는 현재 기업의 위상

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업의 위상과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1) 損害統 制 (Lo s s Co nt ro l)

기업의 위험관리 능력과 과거의 損害實績은 캡티브가 장래에 성공적으

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캡티브 설립

을 검토할 때는 우선 기업내 위험관리체계를 평가하고 또한 損害實績으

로 비추어 봤을 때 캡티브 설립후의 財務狀態가 캡티브의 존립을 위태하

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양호한 損害實績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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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업이 운이 좋았다는 것을 구분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損害統制能力에 대한 조사는 財産 및 賠償責任保險에

관한 공학적 조사뿐만 아니라 管理組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의 현위치와 현재의 損害基準에 관한 기

업의 寄與도 평가되어야 한다.

2) 經營者 의 關與度

經營者는 캡티브 설립의 의미와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캡티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자율적인 운영을 하지만 財務的으로 母企業에 깊이 依存되

어 있어 母企業 支援이 없이는 캡티브의 財務狀態가 악화되는 상황에 직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危險保有 水準, 再保險 및

保險市場의 運營과 그에 따른 財務意思決定에 最高經營者가 깊이 개입할

때는 이에 대한 經營層의 깊은 관여와 노력 없이는 캡티브의 성공을 기

대하기가 어렵다.

3 ) 危險保 有 能力

기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보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再保險 計劃

이나 캡티브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험

保有額에 대한 기업의 태도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어떤 기업은 營業

活動 측면에서는 매우 큰 위험을 인수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위험도 측면

에서 被保險위험에 관하여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예로 수익의 1% 水準을 年間 總自家

保險 水準으로 하기도 한다. 保有危險水準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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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運轉資本, 剩餘金/ 利益率, 株主持分, 年間賣出額, 株當利益 등이 있

는데 이러한 지표의 일정비율을 算定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保有

危險額을 결정할 때는 個別 危險種目別로 산정하기보다는 캡티브의 전체

위험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 保險料 規 模

캡티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保險料 規模는 캡티브가 인수할 危

險種目, 과거의 損害實績, 그리고 현재 保有하고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資金餘力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母企業의 노출위험이

작고 캡티브의 管理費와 設立費를 제외하고도 收益性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保險料 規模에서도 캡티브 설립이 가능하나,

그러나,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캡티브 설립보다 財務的으로 보다 유리

한 다른 代案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 保險市 場과의 協助體制

프론팅, 클레임처리, 再保險 등에 있어서 保險市場과의 긴밀한 協助體

制 구축은 캡티브 설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再保險 캡티

브의 경우에는 적절한 費用으로 設立地域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더구나 캡티브 설립 초기 단계에는 관련 시장으로부터의 상당한 협

조가 필요한데 관련 기업이 非協助的일 때는 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좋은 협조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캡티브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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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經營管 理能力

캡티브 經營層의 管理能力은 캡티브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經營者는 타당성 연구의 수행여부, 캡티브의 설립에 관한 점검 및 중요

문제의 看過 與否 등에 대하여 외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稅制問題, 캡티브 설립지역의 保險規制 등에 관한 문제도 캡티브 설립

전에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움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經濟性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비용을 의식한 나머지 기업의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

財務的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政府, 株主, 顧客과 市場 등 관련

조직에 기업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 深層分 析段階

豫備分析 결과 캡티브 설립 외에 다른 代案이 없다고 판단될 때 캡티

브 설립 타당성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分析段階에 진입하게

된다. 이 分析段階에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진다.

- 旣存 保險 프로그램의 分析

- 營業活動의 地域的 分散 정도

- 露出危險의 크기와 위험 분산 정도

- 現金흐름

1) 기존 보험 프로그램의 분석

이 단계에서는 현재와 과거 5∼10년간의 保險料率과 保險擔保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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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旣存에 운영하고 있는 보험에 관한 세밀한 分析을 하여야 하는 단

계이다. 統計資料를 分析할 때는 담보수준을 조정하고, 보험료율과 손해

실적을 現在價値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하며, 통계기간으로는 財産危險은

5년, 賠償責任危險은 10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損害發生 頻

度와 保險金의 支給規模도 심도있게 분석되어야 하며 타기업인수, 資産

의 取得 또는 處分과 손해예방기법(Loss Prevention )의 변화와 같은 위

험관리의 기간별 변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保險社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상세한 分析과 함께 향후 서비스의 必要性 및 현재상황에서 대체했

을 경우의 費用分析도 아울러 다루어야 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험 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친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장래의 보유위험 수준과 이것이 캡티브 설립

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인 경우,

영업형태 및 영업국가의 수는 프론팅과 재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

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캡티브 설립지역은 자가보험 수준과 다국적

기업의 모든 나라를 캡티브 보험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與否를

결정하는데 影響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현존 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보험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현행의 保險

料率水準과 보험요율의 適正性 與否, 그리고 캡티브 설립의 制約條件 등

을 살펴보아야 한다.

2) 營業對 象 國家의 分散程度 (Co unt ry S pre ad)

多國籍企業의 경우, 캡티브가 각국의 위험을 管理하는 경우라면 각국

의 保險市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分析해야 한다. 즉 각국의 再保險과

準備金에 관한 制限規程, 保險料 支給의 遲延에 관한 規程 등 法律的인

規制를 파악하고, 캡티브가 프론팅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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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분 비율에 관한 규정, 캡티브로의 保險料 이전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장치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보험료 수준과 관세율 제한 등 보

험회사에 대한 법률과 보험료세(premium tax )에 관한 규정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세는 국가별로 다양하고 수입보험료 감소효과를 야기

하기 때문에 캡티브 설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 露出危 險의 크기와 危險의 分 散程度

危險種目別 및 總體的인 관점에서 기업의 노출위험의 크기와 포트폴리

오내에서의 위험종목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요소는 再保險 費用 및 캡티브의 최종 노출위험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캡티브는 해당

위험으로 인한 損害發生頻度가 낮아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수익성의 관점

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설립하지만, 과거의 자료가 실제적인 위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거나 예기치 않은 큰 損害가 발생할 경우에는 난

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많은 위험종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캡

티브 보험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기업의 財務資源에 대한 노출위험을 총체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화재발생시 있을 수 있는 財産被害額(火

災保險金)과 間接損害額(營業賠償責任保險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연관이 없는 위험의 경우에도 동시 다발적인 사고로 인해 캡티브의

財務狀態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캡티브의 입장에서는 再保險 費用을 제외한 보험료 기준에서 보유위험

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며 과거의 손해실적과 예상손해액을 고려해 볼

때 과다한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캡티브 전체의

노출위험 정도를 산출할 때는 보유위험에 대하여 좀더 보수적인 시각을

취할 필요가 있고 재보험 담보가 필요할 때는 손해발생빈도와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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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그리고 재보험료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캡티

브가 超過損害率再保險을 통한 추가담보가 필요할 때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재보험자에게 손해발생빈도가 적고 초과손해에 달

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인지시킴으로써 보험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 現金흐 름 (c as h f lo w )

캡티브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중 하나는 캡티브의 보유보험료

를 이용한 投資收益의 크기이다. 이는 위험종목에 따라 상이하나 長期

保險種目(long tail business )의 경우가 短期保險種目(short t ail business )

에 비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은 보험료 및 보험금 지

급시기뿐만 아니라 캡티브가 보유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負의 現金흐름(negative cash flow )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

다. 이용가능한 投資財源은 최상의 투자전략을 통하여 캡티브에 재무적

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투자잠재력은 향후 캡티브의 타당

성 연구에 있어서 심도있게 분석되어야 한다.

다 . 設立決 定

예비분석과 심층분석단계를 거친 후 캡티브 설립 및 취급종목의 선택

에 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캡티브 설립목적과 연관시켜 결정되어야 한

다. 즉 예비분석 단계에서 언급한 보험비용 절약, 현금흐름 증진, 기존

의 담보범위확장과 危險財務技法의 개선 등 캡티브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기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때는 캡티브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에

앞서 최종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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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о 상세한 危險調査를 통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危險統制의 基準을 명

확히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損失豫防技法을 개선 할 경우에 따르

는 비용과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는 캡티브 설립시 전 지역을 포함

시킬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설립할 것인지에 관하여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이 調査는 기업의 間接損失危險을 확정함으로

써 再保險 加入條件을 최적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о 캡티브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에 관한 再保險 條件과 料率

그리고 캡티브 설립후 가능한 收入保險料를 비교함으로써 캡티브

설립에 관한 最終選擇을 한다.

о 타당성 분석을 위한 數理的 模型과 推定 現金흐름 分析은 과거의

손해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뿐만 아니라 損害實績이 악화되거나

異常災害發生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캡티브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캡티브 설립시 소요되는 資本과 再

保險額도 이러한 狀況을 고려하여 신중히 設定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소는 주로 財務的인 觀點에서 파악한 캡티브 설립시 考慮

해야할 事項이지만 추가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о 운영상의 편리성, 세제, 정부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캡티브의 입지

о 캡티브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직접관리 또는 외부서비스에 의한 관

리)

о 기업의 캡티브 설립에 대한 保險業界의 態度(프론팅이 필요한 경우

에는 특히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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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해당국의 保險法, 外換統制 또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간 보

험료 송금과 本國과 캡티브간의 資本移動에 관한 제한 규정

о 國家間의 정치적인 문제점

о 캡티브의 보유위험과 기업의 전체적인 노출위험을 고려할 때 필요

한 資本金 規模와 지급여력에 대한 기업의 태도.(영업 초기에는 保

險法의 규제 수준보다 많은 지급여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음)

상기의 要素 외에도 기존 보험업계와의 契約現況 또는 長期契約의 만

료 등 캡티브 설립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기업이 旣存 保險市場과 마찰이 생길 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戰略을 구상해야 하며 캡티브 설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의 保險市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

도록 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자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

해 캡티브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업의 多角化 戰略에 맞춰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캡티브 전략도 이와 관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위의 要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타당성 분석보고서」

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海外地域으로의 자금이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소요자본 규모

- 引受保險 種目

- 추정 보험료 규모, 클레임, 비용, 이익

- 再保險 契約과 費用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캡티브 管理에 관한 사항

- 投資와 資金運用에 관한 사항

물론 이러한 분석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旣存의 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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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캡티브 설립 대안을 費用節減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는 일이다. 완벽

한 타당성 분석이란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요소들을 가능

한 철저하게 調査·分析함으로써 캡티브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표는 캡티브가 營業 初年度에 어떻게 운영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表 Ⅲ - 1> 캡 티브營業 1次年 度의 運營 狀況 例

a) 프론팅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5,000,000

b) 보유위험액 (10%) 500,000

c) 캡티브사의 수입보험료 4,500,000

프론팅 수수료 (10%) 450,000

4,050,000

재보험비용 2,500,000

1,550,000

관리비용 150,000

1,400 ,000

손실 500,000 건당

1,500,000 초과손해

1년차

최선의 경우 : 흑자 1,400,000 + 투자소득

최악의 경우 : 적자 100,000 + 상실 투자소득

자본금 155,000 (50% 지급여력 기준)

資料: T able 2.9 in "Chap 2. Crit er ia for capt iv e form at ion " in Captiv e

In surance Companies"

上記 事例는 投資收益을 수치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최선과 최악의 경

우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당성 연구는 損害實績과 再保

險效果를 고려했을 때의 5年間의 進展段階와 投資收益을 제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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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表 Ⅲ- 2>부터 <表 Ⅲ- 5>까지는 타당성 연구에서 사용되는 向後

5년간의 財務的 假定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캡티브의 損益計算書와 貸借

對照表이다.

<表 Ⅲ - 2> 財務的 假定

(單位: 천원)

자본금 100,000 손해액

수입 수수료 450,000 1년차 50,000

재보험 비율 55% 2년차 100,000

수입 수수료 증가율 17% 3년차 80,000

비용 증가율 10% 4년차 200,000

투자 수익율 10% 5년차 75,000

관리비용 4,000 총계 505,000

브로커 비용 15%

프론팅 보험사의 위험보유율 10%

프론팅 수수료 7.5%

대금 지급시기

보험료:3개월 재보험료:3개월 보험금 :6개월 비용:분기

<表 Ⅲ - 3 > 收 入計定

구 분 199 1 199 2 1993 1994 1995

수입보험료

브로커 비용

프론팅 보유

프론팅 비용

캡티브 수입보험료

재보험

캡티브 순보험료

손해액

관리비용 ,

인수손익

450,000 526,500 616,005 720,726 843,249

67,500 78,975 92,401 109,109 126,487

38,250 44,752 52,360 61,262 71,676

25,819 30,208 35,343 41,352 48,381

318,431 372,565 435,901 510,004 596,704

175,137 204,911 239,745 280,502 328,187

143,294 167,654 196,155 229,502 268,517

(50,000) (100,000) (80,000) (200,000) (75,000)

(4,000) (4,400) (4,840) (5,324) (5,856)

89,294 63,254 113,315 24,178 18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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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4 > 損益計算書

구 분 199 1 1992 1993 1994 1995

인수손익

투자수익

세전이익

세 금

세후리익

배 당 금

순 이 익

89,294 63,254 113,315 24,178 187,661

18,047 28,088 40,338 51,980 68,745

107,341 91,342 151,653 76,158 256,406

0 0 0 0 0

107,341 91,342 151,653 76,158 256,406

0 0 0 0 0

107,341 91,342 151,653 76,158 256,406

<表 Ⅲ - 5 > 貸 借對照表

구 분 199 1 199 2 1993 1994 1995

자산

(현금, 투자자산)

자본·부채

자본금

잉여금

총 계

207,341 298,643 450,337 526,494 782,9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7,341 198,683 350,337 426,494 682.900

207,341 198,643 450,337 526,494 782,900

資料: T able 2.10 in "Ch ap 2. Criteria for capt iv e form ation " in Capt iv e

In surance Com panies "

2 . 캡티브 設立節次

가 . 立地의 選定

캡티브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變數를 고려해야 하는

데 이는 妥當性 分析을 수행할 때 가능한 立地(所在地)에 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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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分析이 이루어져야 한다. 캡티브는 설립되는 所在地域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о 母企業 所在地에 설립되는 國內캡티브(domestic captive)

о 캡티브에 特別 惠澤을 부여하는 內陸캡티브(on - shore captive)

(예: 더블린)

о 稅制惠澤과 함께 旣存의 캡티브가 많이 설립되어 있는 海外캡티브

(offshore captive) (예: 버뮤다)

자국내에 설립하는 캡티브의 장점으로는 모기업과 동일 국가에 설립되

기 때문에 모기업에 의한 統制가 쉽고 모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캡티브 설립과 유지에 있어 일상적인

運營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캡티브의 영업을 모기업 危險管理者의

활동과 연계시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외부 관리회사의 서비스가 많이 필

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長點보다는 短點이 더 많다.

保險當局으로부터 캡티브 설립허가를 얻는데 절차가 복잡하며, 허가취득

후 설립기간도 海外캡티브에 비하여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會社 運

營에 지장을 줄 수 있는 資本金 규모에 대한 제약, 투자제한 규정 등 많

은 法的規制가 따르기도 한다. 더구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감독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이 따르게 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보험약관의 規程과 保險料率까지도

정부가 통제하는 곳도 있어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악성물건을 보

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불리한 규정은 재보험에 까지

적용된다. 또한 해외 캡티브의 경우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

거나 稅率이 매우 낮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곳이 많으나 자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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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는 보험료에 대하여 세금공제만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세제혜택

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自國內 캡티브의 短點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캡티브는 해외에

설립되는데 해외 캡티브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要素들을 고려하여 內陸캡

티브(onshore captive)와 海外캡티브(offshore captive)중 어느곳에 캡티

브를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양질의 보험관리 서비스 유무

- 법률·재무관리 서비스의 수준 및 범위

- 외환 통제규정의 유무

- 정치·경제적인 안정성

- 통신 및 의사소통

- 전반적인 보험업계의 신뢰도

- 보험관련 조세제도

많은 국가들이 캡티브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상기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地域은 그다지 많지 않다. 궁극적으로 해외 캡티브의 설립 입

지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 제반법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자료는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수집·분석되

어야 한다.

나 . 設立에 필 요한 情報 및 具備書類

캡티브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캡티브 설립 결정이 이루어졌

다면 다음 단계는 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캡티브 입지를 직접 방문하여

입지선정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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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국가의 租稅政策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나 언어나 혹은 국가

간 선린관계 등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한 考慮要因이 된다. 또다른 중요

한 要素는 캡티브 管理會社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그들이 提供하는

서비스의 質과 人的資源의 능력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保險監督機關을

찾아가서 캡티브 설립프로그램과 캡티브 설립의 이유를 설명하고 모기업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캡티브 설립 허가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公式的인 설립 신청 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대부분 국가의 保險當局은

캡티브 유치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캡티브 설립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

에게는 설립허가를 신속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캡

티브 설립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으

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설립신청서도 포함하고 있다. 辯護士, 銀行, 會

計法人 등을 방문하는 것도 이때 이루어져야 하며 管理會社를 통하여 캡

티브 설립 專門家들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캡티브 입지에 대한 最終決定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公式的인 설립절차

에 들어가게 된다. 캡티브 설립절차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

부분의 海外 지역에서의 공식적인 설립절차는 2- 3주 내에 마칠 수 있으

며 6주 내에는 완전한 설립을 마칠 수 있다. 캡티브 설립은 會社設立과

保險業 許可申請이라는 두 가지 基本的인 節次로 이루어지는데 전문적인

辯護士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사설립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보험업

허가신청은 다르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간단한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향후 수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 재보험

에 관한 자세한 내부정보와 기타 관련정보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다. 캡

티브 管理會社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허가신청

을 하고 실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자본금 규모, 캡티브사의

이름 등을 관리회사에 알려야 한다. 설립지역의 株主를 포함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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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추천하

는 사람을 포함시키면 된다. 資本金 規模 要件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海外地域의 최소자본금은 10,000 달러 수준으로 설립이 가능하

나 캡티브의 安定性과 장래 成長可能性을 고려하여 더 많은 자본금을 불

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支給準備金 水準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부채수준이 자산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수입보험료 규모가 자본금의 특정 배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지역도 있다. 관리회사는 캡티브 프로그램의 정

상적 수행을 위한 資本金 規模와 支給準備金 水準에 관하여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언급한 것은 株式會社 形態의 단일 모기업 캡티브 (single-

parent captive)의 경우인데 相互會社의 경우에는 지역의 규정이 다소 다

르게 적용되지만 위와 비슷한 최소자본금 규모와 支給準備金에 관한 규

정이 존재한다. 표 II- 6은 버뮤다 지역 캡티브 설립시 필요로 하는 정보

를 나열한 것이다.

<表 Ⅲ - 6 > 캡티브 設立 時 必要情報

일 반 사 항 해 외 임 원에 관 한 사항

- 회사(캡티브)의 명칭

- 주주의 성명, 직업, 국적

- 수권 자본액과 주당 발행가액

- 납입 자본금

- 임원의 수, 성명, 주소, 국적

- 대표이사 성명

- 버뮤다 소재 등록사무소

- 감사의 성명 및 주소

- 회계연도

- 본국 및 버뮤다 소재 주거래 은행

- 해외은행의 추천서

- 성명, 연령, 국적, 주소

- 전직

- 전.현직 임원 여부

- 전문적인 자격

- 임원이 의결권 1/ 3 이상 소유한

회사에 관한 세부사항

- 캡티브사에 대한 지분

- 과거 기소 여부

- 과거 파산 및 청산 관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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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任員들은 상기의 문항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서와 함께 銀行推薦書

(Banker ' s References), 個人推薦書(Character References), 事業經歷과

專門的 資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캡티브를 설립하

기 위해 會社 登記所(Register of Companies )에 제출된 서류들은 保險會

社登錄小委員會 (Insurer s ' Registration Sub - Committee)에 의하여 검토

되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캡티브 명칭

- 소유주(주주)의 성명

- 모기업 또는 피보험기업

- 관련 보험종목

- 기타 손인

- 주식회사 혹은 상호회사

-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 잉여금

- 원수캡티브 혹은 재보험 캡티브 (재보험 캡티브인 경우 프론팅사

기재)

- 연간 예상순보험료 수입

- 최대 캡티브 위험 보유액

- 향후 5년간 추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버뮤다 관리회사

- 버뮤다 선임 변호사

다 . 會社의 名 稱

공식적인 설립절차에 캡티브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캡티브

의 명칭은 모기업의 명칭에 추가로 保險會社 만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

으나 가능하면 모기업의 所有權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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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연관되는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旣存 會社의 이름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라 . 理事會

캡티브의 理事會를 구성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하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캡티브를 運營하려면 캡티브의 任員들은 캡

티브 所在地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地域人事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최소한 한사람의 지역 보험전문가와 관리회사의 고위층을 이사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위험관리자 또는 보험관리자

를 理事會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캡티브를 保險

프로그램의 주축으로 삼고자 한다면 위험관리자도 理事會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위험인수 종목을 결정하고 관리회사의

運營方針을 제시해 준다.

캡티브 설립이 확정되고 자본금 납입과 영업허가가 결정된 후 열리는

최초의 이사회는 회사 정관의 인준, 대표이사의 선임, 관리계약의 승인과

감사의 선임 등을 결정하고 캡티브의 최초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그리

고 캡티브 관리회사에 최초 영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므로서 캡티브 설

립절차는 완성된다.

3 . 캡티브의 管理

캡티브의 관리는 自體管理와 外部業體에 의한 대행 관리로 나눌 수 있

고 캡티브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로는 전문관리회사, 보험 브로커업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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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그리고 회계법률법인 등이 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캡

티브의 숫자는 매우 적으며, 자체관리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을 외부업체

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부관리회사,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캡티브 專門管理會社에 의한 관리에 대하여 주로 고

찰하고자 한다.

가 . 專門管 理會社의 長·短 點

전문관리회사에 의한 캡티브 관리의 장점으로는 편리성, 전문성 그리

고 비용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1) 便利性

母企業이 캡티브를 설립할 만큼 큰규모의 회사일지라도 설립과 관리에

따르는 제반문제, 즉 지역내 자문역과 스텝의 임용, 부지확보, 재보험 관

리 그리고 실제로 子會社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위험 등이 따르게 마련이

다. 그러나 캡티브 설립과 관리분야에 많은 전문적인 知識과 經驗을 가

지고 있고 설립지역내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專門 管理會社에 일

임한다면 설립과 관리에 따르는 위험과 불편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2) 專門性

전문적인 관리회사에 의한 캡티브의 관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專

門性을 제공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관리회사의 전문성이 큰 장점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캡티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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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풀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회사가 많은데 캡티브들은 이를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再保險擔保를 받을 수 있다.

3 ) 費用節 減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장점인 便利性과 專門性이 캡티브 관리비용 절

약에 기여하지만, 캡티브 관리업무가 많지 않거나 혹은 일상적인 관리업

무를 위하여 고임금 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非經濟的일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캡티브 管理를 위하여 專門管理會社를 이용하는 것이 經濟

的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캡티브의 자체관리가 비용

측면에서 더 경제적일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어떠한 관리방식이 적

합한지는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設立段

階에서는 관리회사의 도움을 받지만 설립후에는 自體管理를 原則으로 하

되 필요한 분야만 手數料 基準으로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그러나 專門管理會社에 의한 캡티브 관리에도 몇가지 단점이 있다.

관리회사들이 캡티브 관리계약의 일부로서 재보험계약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회사에 의한 재보험풀이 재보험 담보을 쉽

게 할 수는 있으나, 재보험풀 계약이 없는 경우에 캡티브가 받아야 할

재보험 수수료가 관리회사로 돌아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관리회

사들이 각 캡티브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리형태를 취할 때는 관리계약이

융통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통제도 약화될 수가 있다.

나 . 管理會 社 選定基準

專門管理會社에 의한 캡티브 관리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어떤 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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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종 선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

소들은 다음과 같다.

1) 豊富한 經 驗

다년간에 걸쳐 풍부하고 좋은 경험을 가진 관리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관리회사 선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캡티브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되는 관리회사는 많지 않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험이 없는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관리회사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가 있는 관리회사가 적합할

때도 있으며 신설 관리회사의 경우는 제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저렴한 비

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캡티브

를 관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신뢰성있는 관리회사를 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

2) 財務 및 組織 構造

관리회사의 財務構造와 組織의 구성은 캡티브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관리회사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특정 관리자의 事故 혹은 退職으로 인해 조직의 와해

가 우려되는 관리회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 서비스 提 供能力

캡티브가 필요로 하는 관리회사의 서비스는 캡티브의 설립목적과 경영

층의 캡티브 管理方式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캡티브의 危險管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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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위험의 평가, 위험담보의 증진 등), 引受, 事故處理 등에 대하여 관리

회사에 어느정도 위임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관리회사 선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역사가 깊고 평판이 좋은 專門管理會社들은 훌륭한 조직을

갖추고 良質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설 관리회사들은 過多利潤을 추구하거나 서비스 업무가 만족스럽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 7은 버뮤다의 대표적인 대형 캡티

브 전문관리회사들을 나타낸 것이다.

<表 Ⅲ - 7 > 버뮤다 地域의 主 要 캡티브 專門管理 會社

(보험료 :백만불)

관 리 회사
보 험 료 규 모 ($ ) 캡 티 브 의 수 직원 수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Johnson & Higgins (Bermuda)
Ltd.

1,750 1,847 192 190 152 157

Inte rnat iona l Advisory Services
Ltd

810 650 83 77 50 47

Aon Risk Service(Bermuda) Ltd 600 600 83 80 29 29

Marsh & McLennan Management

Service(Bermuda) Ltd
557 550 89 88 43 45

Alexander Insurance Managers

(Bermuda) Ltd
449 260 83 81 32 34

Inte rnat iona l Risk Management

(Bermuda) Ltd
363 510 82 80 44 51

Sedgwick Management Services

(Bermuda) Ltd
286 406 57 59 33 34

American Inte rnat iona l Co., Ltd. 265 207 28 26 9 11

Skandia Internat iona l Risk

Management Ltd
255 237 81 80 15 18

Independent Management Group

Ltd
163 135 19 20 6 7

資料 : Bu sines s In suran ce, April 22, 199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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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管理業 務

1) 法律· 財務·會計 서비 스

캡티브는 설립단계는 물론 설립후에도 계속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

다. 대형 專門管理會社는 자체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

정된 변호사는 설립지역의 법규정을 포함하여 外換統制, 保險料 支給 등

보험회사에 관한 지역의 법률규제를 숙지하여 이에 관한 정기적인 검토

를 하여야 한다.

캡티브는 現金흐름의 증가로 인해 投資收益을 얻기 위한 충분한 자금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투자 등

재무관리의 최적화를 기해야 하며 保險金 支給과 短期資金의 需要에 부

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財務

管理는 투자전략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의 예측과 인수위험과 관련한 현금

흐름의 변동성 그리고 단기자금 수요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관리와 전략은 모기업의 財務政策과 캡티브 설립의 목표와 연계되어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保險會計는 일반 기업회계와 다르고 캡티브회계는 또한 전통적인 보험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수입보험료는 미경과보험료, 미지급보험금 그리고 준비금과의 상관관

계를 고려하여 인식해야 한다. 전문관리회사 자체에서 이러한 회계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내의 공인된 會計法人의 도움을 받

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의 일부로서 세무업무도 중요한 관리분야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투자수익과 보험영업이익에 따라 다른 세무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준비금에 관해서는 지역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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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나 회계 관리자는 이 문제가 캡티브의 수입

보험료와 투자가능 현금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危險管 理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도 피보험자 자체적으로 혹은 보험회사와 직접

연관하여 수행하는 위험관리 기능이 있다. 위험의 인식과 분석, 보험회

사의 인수요건과 무관하게 수행되는 새로운 제품과 설비에 따른 위험관

리기법의 향상 그리고 위험 전반에 걸친 관리의 향상 등이 전자에 속하

고, 위험의 인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협조하에 수행되는 위험의 조사

나 保險加入條件과 관련한 위험관리 등이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위험

관리 기능은 캡티브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危險管理計劃의

적절한 수립과 유지는 캡티브의 미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문관리회

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위험관리도 다른 관리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목

표와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 保險引 受業務와 再保險 管理

專門管理會社의 개입은 전문적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한하고 대

부분의 보험인수업무와 재보험 분야는 모기업이 관여하여 의사 결정후에

조언의 형식으로 캡티브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專門管理會社

에 일임할 경우에는 引受戰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

수업무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는 관리회사 선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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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클레임 處 理

보험사고 발생시 캡티브는 事故調査, 損害査定, 保險金 支給 등의 일련

의 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管理過程은 캡티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인, 변호사, 외부의 사고처리 대리인 등

의 專門家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

하게 된다. 그러나 환율의 조정,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혹은 보험금 지

급과 사고처리 방법에 대한 재보험사의 이견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한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서 캡티브의 클레임에 대한 목표를 설정

하고 관리회사의 클레임처리가 그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 管 理協定 (例示 )

1) 전문 (前文 )

본 협정은 xx년 x월 x일 관리회사와 캡티브 사이에 체결된다. 양 당사

자는 해당지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캡티브는 관리회사로부터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관리 및 일반 업무

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며, 관리회사는 캡티브에 협정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業務의 權 限 및 義務

가) 캡티브는 관리회사가 주어진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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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管理會社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관리회사는 캡티브가 원보험자나 재보험자로서 부여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캡티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언더라이팅 및 再保險

아래의 경우 관리회사는 캡티브에 통보하여야 한다.

(ⅰ) 個別危險의 인수나 특약을 체결함에 있어 요율이나 보험료

산정시 관리회사가 캡티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

(ⅱ) 원보험 및 재보험 계약에 대한 背書發給, 證券發給, 書名 등

에 있어 캡티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ⅲ) 계약 조건에 따라 解止通報를 하거나 원보험 및 재보험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

(ⅳ) 特約이나 任意再保險 계약 체결시 캡티브의 사전 동의를 얻

도록 되어 있는 경우

(ⅴ) 원보험 계약이나 재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나 지급

거부를 결정하는 경우

(ⅵ) 보험료 현황 및 추세, 보험금 현황 및 추세, 영업비용, 투자수

익 현황

다) 財務 및 一般 業務 서비스

(ⅰ) 書類

보험증권, 재보험 계약, 인수증, 배서 등을 포함하여 캡티브에서

발급해야 하는 모든 보험업무 관련서류의 작성, 준비 및 감사 업

무

(ⅱ) 統計

캡티브에서 필요한 통계의 준비

(ⅲ) 입출금에 대한 會計業務

원보험 및 재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캡티브에 지급된 보험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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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수증 발급 및 보험료 계산에 관련된 업무(동 업무를 달성하

기 위하여 관리회사는 보험료를 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

울여야 하며 또한 보험료 거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권

한을 가짐)

임의나 특약 재보험으로 출재된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캡티브 명의로 개설 또는 유지되고 있는 銀行口座에 대해 관리회

사가 入出金業務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계약자로부터의 금전의

수취, 입금 또는 수표의 背書業務(관리회사가 동 업무를 행사하도

록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관리회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에 동의한 경우)

(ⅳ) 記錄

캡티브와 협의한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함. 또한 영업과 관련된 장

부는 캡티브가 승인한 대리인에 의해 검사될 수 있다.

(ⅴ) 損益計算書 作成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손익계산서는 캡티브 소재국에서 인정되는

會計原理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함.

(ⅵ) 會計報告

지급여력, 유동성 상태, 지급준비금, 자본금, 순자산, 배당에 관한

회계보고서 작성

라) 法庭報告 등

(ⅰ) 캡티브 업무에 필요한 면허를 얻거나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

를 작성하기 위해 保險監督廳이나 政府機關과의 연락 업무의

수행

(ⅱ) 보험회사들의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

(ⅲ) 캡티브 소재 지역의 보험당국에서 요구하는 미경과보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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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료에 관련된 준비금 산출을 포함한 회계관련 업무

의 유지

마) 세금계산서

국세청이나 세제 당국에서 캡티브에 요구하는 각종 세금계산서 관

련 서류의 작성

바) 투자

캡티브에게 투자에 이용되고 있는 준비금이나 자금 규모를 알리기

위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캡티브 투자 책임자나 투자자문가가 행

한 자문에 대한 시행조치사항 준비

사) 경영보고서

협약에 의해 정해진 캡티브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및 제

출

아) 서기 업무

관리회사는 캡티브의 이사진에 의해 정한대로 서기 업무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케 한다.

(ⅰ) 정기 회의와 관련된 회의 일정 통보 및 의제와 결의안 작성

업무

(ⅱ) 캡티브의 이사진의 회의와 관련된 일정통보 및 의제와 결의

안 작성 업무

(ⅲ) 회의록의 준비 및 배분

3 ) 管理費

캡티브는 관리회사가 제공한 서비스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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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經費

가) 관리회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ⅰ) 사무실 사용료와 사무실내의 집기, 비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

(ⅱ) 직원의 월급 및 기타 요금

관리회사는 자체 고용한 인원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관리회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외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회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캡티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외부감사비용, 보험증권 발행비용, 사무용품 구입비용,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세금, 손해사정비용

다) 은행 계좌에 대한 書名 권한

은행 구좌로부터의 예금 인출은 임원들에 의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한 바가 없는 경우에 2명의 임원이 동시에 서명함으로서 가능

하다.

5 ) 效力日 字

본 협정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효력을 지닌다.

6 ) 協定終 了

본 협정은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또는 일방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종료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가능하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종료일 직전까지 미해결되었던 의무사

항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책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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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仲裁

본 협정에 대해 발생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1명의 仲

裁人(arbitrator )의 결정에 따르거나 혹은 1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이의

가 있는 경우, 각각에서 선임한 2명의 중재인에 의해 정한 1명의 審判

人(umpire)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2명의 중재인이 심판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는 영

국법에 의해 런던중재법정의 결정에 따른다.

8) 報告 및 承認

관리회사는 캡티브 이사진에게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하며, 또한 필요시에는 이사진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한다. 캡티브가 관리회사에 대한 지시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정한 양식

이나 혹은 2명의 이사에 의해 텔렉스나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9 ) 辨償

캡티브는 관리회사에 다음 사항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진다.

о 관리회사가 본 협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회사의 과실

에 기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및 채무

о 협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조언, 정보와 관련하여 관리회사에 발

생된 손실 및 채무와, 관리회사에 대해 청구된 클레임(claim )과 관

련된 모든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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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準據 法

본 협정은 캡티브가 소재한 지역의 법에 따른다.

4 . 캡티브의 保險處理方法

가 . 캡티브 運 營에 적합한 保險種 目의 形態

기본적으로 캡티브는 모든 보험종목의 취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담보 위험의 규모, 위험분산정도 및 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 종

목이 선택된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의 最大推定損害額 규모가 큰 경우에 손실 발생시

수년간의 보험료로도 캡티브의 손실액을 보전하기가 어렵거나 보험료 규

모가 너무 적어 필요한 재보험 비용을 공제시 캡티브의 실질 보유보험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캡티브 설립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보

험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레임 발생시 보험금 처리에 비교적 시간이 적게 소요되거나

大型災害 損失(catastrophic loss ) 발생 가능성이 적은 보험종목(예:자동

차보험등 가계성 종목)등은 캡티브에서 취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

다고 볼 수 있다.

나 . 再保險 方 法

캡티브가 취급할 원보험 종류를 정하기에 앞서 먼저 재보험 담보가 필

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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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은 캡티브가 사고당 부담하여야 할 금전적 손실액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할 뿐아니라 일련의 연속적 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累積損

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年間超過損害率再保險(aggregate stop loss reinsurance)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캡티브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이유로는 재보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보험자들은 보험자와의 紐帶關係를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개별 계약자가 설립한 캡티브라 하더라도 재보험자에 대

하여는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어 재보험자의 협조를 얻기가 비교적 용이

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재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자별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의 차이가 심

하게 발생될 수 있다.

캡티브가 재보험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자의 담보력 평가의

어려움이라든지 재보험자와 접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브로커나 캡티브 管理會社를 활용하고 있다.

1 ) 財産保 險 (物的 損失 및 利益損失 )의 再保險 處理

캡티브가 취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 분야로 재산보험을 들 수 있

다.

캡티브 설립의 초창기에는 주로 比例再保險 方式에 의해 재보험을 운

영하여 왔다. 예를 들면, 캡티브가 保險加入金額이 100억원인 물건에 대

해 비례재보험 방법으로 90%를 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캡티브의

최고 책임액은 10억원에 해당될 것이다.

전체 보험료가 1억원인 경우(요율 0.1%로 적용시) 캡티브는 천만원의

보험료 수입을 얻게될 것이다. 캡티브가 재보험 처리한 90% 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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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재보험자에게 재보험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캡티브의 수익은

10% 보유 지분에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기간중에 캡티브 순보유지분인 10억원까지의 클레임 발생

과 연간 누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초과손해액재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보험료를 공제한 보험료는 캡티

브가 기대하는 수익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는 캡티브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比例再保險 방식보다는

非比例再保險(excess of loss ) 방식을 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圖 Ⅲ- 1, 2> 에서와 같이 캡티브가 100%를 인수(프론팅인 경우

에는 100%이하 인수)하여 초과손해액 방식으로 재보험을 처리하여 수익

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금액

100억원 해당계약을 100% 인수하여 사고당 20억원까지는 캡티브가 부담

하고 20억원 초과 80억원까지는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캡티브가 부담하는 사고당 20억원까지의 보험료는 전체 100% 보험료

의 40% 정도를 차지하므로 비례재보험 방식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비례재보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고당 20억원 이하의

사고가 보험기간중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초과손해액재보험

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캡티브의 순보험료 수입은 전체 보험료의 40% 이

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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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Ⅲ - 1> 原 保險 캡티브인 경우 재 보험처리

모기업

↓ 100% 위험

캡티브 (Ca pt ive )

- 100% 위험 에 대한 보험증권 발급 ,

- 초과손해 액 기준으로 일정금 액 보유

- 잔여액 재보 험 출재

초과손 해율 재보험 출재

- 캡티 브의 연 간 손실 액

제한
↓

캡티브 순보유 초과액

100% 출재

재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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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Ⅲ - 2> 再保險 캡티브 로서 프론팅을 利用 하는 경우 재보험처 리

모기업

100 % 위 험

프론팅사

- 100 %에 대한 보험증권 발급

- 10% 보유

- 90% 캡티 브에 출재

↓90% 위험 출재

캡티브

- 프론팅사와 90% 지 분에 대한 재보험

계약 체결

- 초과손 해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 보유

- 잔여액 재 보험 출재

초과손해율 재 보험 출재

- 캡티브의 연간 손실

액 제한 ↓순보유액 초 과 90% 출재

재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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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의 純保有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나

PML (probable maximum loss) 기준의 최대 추정손해액까지를 한도액으

로하여 초과손해액 재보험 방식에 의해 재보험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지

진이나 풍수재같은 자연재해 위험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위험

을 판매하는 별도의 재보험시장을 접촉하여야 한다.

캡티브가 인수하는 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재보험자의 自動擔保를 확보

할 필요가 있으므로 F/ O(facultative obligatory )담보를 이용하는 것이 편

리하다.

F/ O cover는 캡티브가 재보험자에게 계약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재보험

자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재보험 특약의 형태인데, 캡티브는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반면 재보험자는 캡티브의 업무 경비

를 충당하기 위해 再保險 手數料와 利益手數料(profit commission )를 캡

티브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F/ O 담보와 같은 특약재보험은 특약의 실적에 따라 재보험 비

용이 조정되므로 특약 실적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손해율을 일정 수

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재보험자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여 재보험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임의재보험 방식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도 캡티브가 부담하여야 할 재보험 비용은 재보험시장의 담보력이 과잉

인 軟性市場(soft market )인 경우와 재보험자의 담보력이 부족한 硬性市

場(hard market )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2) 캡티브 의 適正保有額 決定

캡티브의 保有金額은 전체보험료 수준, 캡티브의 담보력, 재보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캡티브의 보유금액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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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율 추이를 감안하여 보험기간중에 적어도 한두개의 대형사고 발

생시 부담하여야 할 보험금 규모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손해

율이 40%내지 50%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익율이 50%에서 60%까지 가

능하게 될 것이므로 이익의 상당부분은 재보험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캡티브가 자체 이익을 높이고 재보험자의 이익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계약자인 母企業의 자체 負擔額을 늘려 전체 보험

료 수준을 낮추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 ) 年間超 過損害率 (ag g re g at e s t o p lo s s )再保險

보험기간중 캡티브가 부담하여야 할 累積損害額을 일정 금액이하로 제

한하기 위하여 초과손해율재보험을 구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캡티브는

금액 기준 또는 손해율 기준으로 캡티브 정미부담액의 일정 범위를 초과

한 경우에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초과손해율재보험 체결시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캡티브

가 충분한 자체 적립금을 확보한 경우에는 年間超過損害率擔保를 더 이

상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캡티브 설립의 초기 단계에는 캡

티브의 낮은 보유금 규모를 감안하여 대형 사고에 대비 超過損害率 擔保

의 체결은 필수 불가결하다.

- 66 -



<表 Ⅲ - 3 > 財産保險에 대 한 캡티브의 保險 프로 그램

① 원수보험료 100,000,000원

② 프론팅 보험사의 지분(10%) 10,000,000원

③ 캡티브사 수입보험료(①－②) 99,000,000원

④ 특약재보험료(캡티브 수입보험료의 70%) 69,300,000원

⑤ 캡티브 순보험료(③－④) 29,700,000원

⑥ 재보험 수수료수입(특약재보험료의 25%) 17,325,000원

⑦ 캡티브 수입(⑤＋⑥) 47,025,000원

⑧ 캡티브 관리비 5,000,000원

⑨ 프론팅 비용(캡티브 수입보험료의 5%) 5,000,000원

⑩ stop loss 재보험료 지급 2,500,000원

⑪ 캡티브 순지급보험금 10,000,000원

⑫ 캡티브사의 언더라이팅 이익{⑦－(⑧＋⑨＋⑩＋⑪＋⑫)} 24,525,000원

⑬ 재보험 이익수수료 수입{(④－⑥)×20%) 10,395,000원

⑭ 투자수익(추정) 4,000,000원

⑮ 캡티브 영업이익(⑫＋⑬＋⑭) 38,920,000원

다 . 多國籍 企 業의 캡티브 프로그 램

1) 再保險 者로서의 캡티브

일반적으로 원보험자와 캡티브는 비례재보험 특약을 체결하여 계열 물

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원보험자로부터 캡티브가 인수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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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보험자가 프론팅 역할로서 캡티브에 재보험 출재를 수행하

게 된다.

(예)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子會社(생산공장)가 원보험

프론팅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과정

- 외국소재 원보험자는 보험가입금 100억원의 물건에 대해 95%를 캡

티브사에 비례재보험 기준으로 출재하고 잔여액 5%인 5억원을 보

유함.

- 캡티브는 95% 인수액 중 5억원을 순보유하고 잔여액 90억원을 超

過損害額再保險 기준으로 재보험시장에 판매함.

- 캡티브는 원보험자인 프론팅사에 서비스의 대가로 보험료의 5% 정

도를 프론팅 비용으로 지급함.

단, 프론팅사가 현지의 브로커를 이용한 경우 프론팅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됨.

캡티브가 인수한 95%에 해당되는 물량을 재보험 처리하기 위하여

는 국제적 브로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90%는 비례

재보험시장에, 정미 보유분 5%에 대해서는 年間超過損害率擔保를

브로커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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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Ⅲ - 4 > 多國籍 企 業의 캡티브 保險 프로 그램 (危 險分散 )

원보험자

지분

[10%]

특약재보험

[캡티브 순보유 손해액 초과에 대한 특약]

캡티브 순보유
[보유분에 대한 초과손해율 특약〕

(aggregate stop loss)

기본 공제(원보험증권상)

<圖 Ⅲ - 5 > 多國籍 企業의 캡티 브 프로그램 (保險料配分 )

총보험료 100,000
공제 : 원보험자 보유(10.0%) - 10,000

캡티브 인수 총보험료 90,000
공제 : 브로커수수료(12.5%) - 11,250

프론팅수수료(7.0%) - 6,300
캡티브 수재보험료 72,450
공제 : 캡티브 순보유보험료(35%) - 25,358

총재보험료 47,092
공제 : 출재수수료(10%) - 4,709

순재보험료 42,383
공제 : 이익수수료(15%) - 6,357

순재보험료(재보험비용 누계) 3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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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原保險 과 再保險의 包括機 能을 가진 캡티브

많은 캡티브들이 원보험과 재보험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캡티브는 본국에 소재하거나 또

는 크로스보더를 허용하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계열기업의 위험을 인

수하기 위한 원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캡티브는 크로스보더를 허용하지 않는 외국에 소재한 계열기업의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자국에서 인가를 받은 원보험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의무

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캡티브는 프론팅사를 선정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위험을 구매하고, 현지 보험자가 판매하지 않는 위험

은 DIC(Difference in Conditions )형태로 캡티브가 계열기업을 위해 담보

를 제공할 수 있다.

<圖 Ⅲ - 6> 多國籍 企業 所有의 캡티브의 原保險과 再保險 業務 f low 例示

국가A
자회사

국가B
자회사

국가C
자회사

국가D
자회사

(모기업의

자회사)
↓ ↓ ↓ ↓

원보험브로커 원보험브로커 원보험브로커 원보험브로커

↓ ↓ ↓ ↓

원보험회사 원보험회사 원보험회사 원보험회사
(해당 국가의

인가보험회사)

캡티브
(모기업의

캡티브)
↓

초과손해율

재보험
← 재보험브로커 (재보험중개)

↓

재보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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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험 방법을 혼합하 여 위험을 분산시키 는 경우

(예 ) 원보험 캡 티브의 위험분산

- 위험수 : 100개

- 최대추정손해액(EML) : 600억원

- 원보험료 : 9억원

재 보 험 처리 방 법 보 험 료 및 수 수 료

비 례 재 보험

1) Quota Share 방식으로 20%를 재보험자에 출재

180,000,000원

2) 재보험수수료 12.5%공제 - 22,500,000원

157,500,000원

3) 캡티브 보유 480억원 742,500,000원

Excess of Loss

4) 1차 Layer : 20억원초과 80억원 322,000,000원

5) 2차 Layer : 100억원초과 400억원 80,000,000원

S to p Lo s s

6) 100억원 초과 100억원(연간 누계 기준) 27,000,000원

계 429,000,000원

잔여보험료 900,000,000- 157,000,000- 429,,000,000 = 313,500,000원

순보 유분 사고발생시 자 체 조달기금

- 매사고당 20억원까지의 손실이 연간 누계로 100억원까지

- 매사고당 20억원까지의 손실이 연간 누계로 2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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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재보험 캡 티브의 위험 분산

- 위험수 : 30개

- 최대추정손해액 : 350억원

- 원보험료 : 12억원

재보 험 처 리 방법 보 험 료 및 수 수 료

비 례 재 보험

1) 캡티브에 90% 재보험 출재 1,080,000,000원

2) 프론팅 경비 7.5% 공제 81,000,000원

999,000,000원

캡티브의 인수액 : 350억 ×90% = 315억원

Excess of Loss

3) 1차 Layer : 250,000,000원초과 4,750,000,000원 442,000,000원

4) 2차 Layer : 50억초과 265억원 161,000,000원

S to p Lo s s

5) 6억원 초과(연간 누계) 62,000,000원

665,000,000원

6) 잔여보험료 999,000,000 - 665,000,000 = 334,000,000원

순보유분 사고 발생시 자체 조달기 금

- 매사고당 250,000,000원까지의 손실이 연간 누계로 6억원까지

- EML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315억원 초과 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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