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地域 別 캡 티브 의 運營 現 況

1 . 地域別 캡티브의 發展現況

미국에서 1990년에 발간된 캡티브 보고서(Captive Insurance Company

Report s )에 따르면 전세계의 약 3000여개의 캡티브가 설립되어 있어 이

들 캡티브 중에서 미국, 버뮤다, 케이만 群島(Cayman Islands ), 바바도스

(Barbados ), 건지(Guernsey ), 룩셈부르그(Luxembourg ), 만 群島(the isle

of Man ), 싱가포르(Singapore)와 바하마(Bahamas ) 등 주요 캡티브 소재

지에 위치한 캡티브들의 1989년의 추정실적은 거수보험료가 95억불을 초

과하고 있으며, 投資資産 170억불, 그리고 資本金 및 剩餘金 규모는 100

억불인 것으로 나타냈다. 캡티브의 保險料 規模는 매년 증가하여 미국

보험회사 전체 보험료의 20%에 달하고 있다.

캡티브의 역할 및 이와 관련된 보험형태에 대한 論爭에도 불구하고 캡

티브의 성장은 전 세계를 통해서 급속히 퍼져 나가 세계보험시장에 있어

서의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캡티브 및 이와

관련된 保險産業은 보험료 규모에 있어서 全世界 保險市場의 30%를 초

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 . 美國과 캐 나다

미국내에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이 많다는 점과 또한 상대적으로 保

險産業의 規制가 적다는 環境에 영향을 받아 많은 기업들이 캡티브를 설

립하게 되었다. 대부분 이들 캡티브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버뮤다

에 소재하고 있는데, 1995년 현재 1,300여개의 버뮤다 소재 캡티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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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는 미국의 母企業이 소유하고 있다.

버뮤다 캡티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괄목할 만

한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보험시장의 軟性化(soft

market )5)로 이 지역에서의 캡티브의 설립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1986년

도부터는 다시 회사설립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버뮤다 당국은 1978년

에 保險法規 導入의 妥當性을 검토하였으며, 1981년에 버뮤다보험법

(Bermuda Insurance Act )을 도입하여 이곳에 소재하는 보험회사를 監督

하고 統制하게 되었다.

케이먼군도(Cayman Island)는 1970년대말과 1980년대 기업들이 공동

으로 그룹캡티브(Group captive)를 설립함으로써 중요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먼군도는 버뮤다에서와 같

이 保險法을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현재 케이먼 群島에는 약 340여개

의 캡티브가 소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기업들은 캡티브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損費處理 문제에

대하여 美國國稅廳(Internal Revenue Service)이 어떤 입장을 나타내는지

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캡티브들은 租稅當局이 캡티브를 실질

적인 保險手段으로 간주하여 일정수준의 稅金 控除額을 허용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기대는 현실화 되지 않았으므로 自家

保險手段으로 캡티브를 이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보험료의 손비처리 여

부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세금공제 문제와 製造物賠償責任과 醫療過失(medical malpra -

ctice) 보험부문의 담보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단일

5) 연성시장(soft m arket )하에서는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캡티브의 설립이 필요

치 않으나, 경성시장 (h ard m arket )에서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절감을

위해 캡티브의 설립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

험료 절감 이외에 위험관리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캡티브 설립이 경기변동

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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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보다는 소유권을 공유하는 연합(association ) 및 그룹(group) 캡티

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캡티브는 1980년대를 통

하여 연합 및 그룹 캡티브의 형태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타지역과는 달리 북미지역에서는 보험시장의 狀況變化 즉, 보험자의

擔保力 不足, 保險料 上昇, 保險市場 軟性化(soft market )의 여파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아 캡티브는 退潮와 成長을 반복하게 되었다.

內陸(onshore)에서의 캡티브로는 콜로라도, 테네시 및 버몬트州 등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특히 버몬트가 캡티브의 중요한 지역으로 성

장했다. 버몬트에는 1995년 현재 270여개의 캡티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새로이 진입하는 회사들은 상기 州외에도 하와이, 델라

웨어, 조지아, 일리노이, 푸에르토리코 및 버지니아群島에 설립되었다.

캐나다 서북쪽의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는 州內에 캡티

브를 유치하기 위해 母企業이 소재하는 지역내에 캡티브를 설립하려는

캐나다 국적의 기업주들에게 稅制惠澤을 부여함으로써 캡티브 설립을 圖

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소유의 캡티브들은 營業活動

지역으로서 주로 二重課稅防止協定(double tax treaty )의 잇점이 있는 바

바도스 지역을 選好하고 있다.

나 . 유럽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캡티브의 발전은 100개 이상의 캡티브를 설립해

온 영국회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들 캡티브들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는 주로 버뮤다에 그 이후에는 건지(Guernsey ), 채널群島

(Channel Island), 지브랄타(Gibraltar ), 만群島(Isle of Man ), 아이레群島

(Isle of Eire) 등에 설립되었다.

1970년대초 영국정부가 외국소재 캡티브에 대한 外換統制制度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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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에따라 영국내에 속하는 건지는 영국기업들에게 캡티브 설립의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용되었다. 건지에서는 1986년 9월 保險法規가 제

정되었으며, 1995년 현재 300개의 캡티브가 자리잡게 되었다.

영국기업들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캡티브 설립 지역으로는 만群島(Isle

of Man )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보험법규와 조세에 관한한 수년동안

건지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1981년 法規制定에 실패한 후 건지

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었다. 1986년에 이르러서야 만群島 保險

當局은 만群島 외에 소재한 물건(非만群島 物件)을 인수하는 캡티브에

대하여는 法人稅의 20%를 免除해 주는 특별법을 도입하였는데 이 특별

법 도입으로 캡티브에게 보다 융통성있는 營業環境을 부여함과 동시에

적절한 監督과 統制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유럽의 캡티브에 있어서 가장 두르러진 변화중의 하나는 룩셈부

르그가 캡티브 再保險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룩셈부르그

는 準備金(technical insurance reserves )에 대해 세제를 보다 융통성있게

부과함에 따라 주로 스웨덴을 비롯하여 프랑스, 스페인, 일본 기업들이

이곳에 캡티브를 설립하고 있다. 1995년 현재 룩셈브르크에는 약 230여

개의 캡티브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국과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유

럽대륙으로 캡티브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연결지역이 되고있다.

또한 캡티브가 설립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는 더블린

(Dublin)에 있는 금융서비스센타( Financial Service Center )를 들 수 있

다. 금융서비스센타는 유럽에서의 금융서비스 産業施設의 발전과 고용창

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기금(European Community funds)으로

설립한 지역이다.

룩셈부르그의 단점중의 하나는 原保險 캡티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

인데 이러한 제한이 더블린에는 없기 때문에 이곳의 캡티브는 원보험계

약을 다른 유럽공동체 국가들로부터 國境을 초월하여 引受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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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 참여한 유럽공동체지역 내에서의 원보험 계약을 자유

롭게 인수하게 됨으로써 해당국가의 協定料率의 강제사용이나 프론팅을

이용하여 再保險을 인수해야 하는 등의 規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국가들이 국가별로 文化的으로나 法律的으로 상

이한 保險制度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럽공동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기

업들의 보험인수는 자국의 法律이나 文化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되므로

써 향후 유럽공동체 내의 캡티브는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

에 소재한 기업들이 과거에 저렴한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타 캡티브 地

域으로 진출하는 事例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는 自家保險에 대한 세금혜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캡티브가 발전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 海外地域의 캡티브는 네덜란드 안틸레스(Netherlandos Antilles )에 주

로 소재하고 있는데, 이 곳은 캡티브에 의해 지급되는 配當金에 대해 추

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배당금을 네덜란드내에 있는 母企業으로

귀속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캡티브는 주로 國內에 설립되었으며, 캡티브에 대한 독일 보험시

장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캡티브의 설립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왔다.

또한 독일네 母企業의 子會社로 활동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캡티브 브로

커로 인해 캡티브의 설립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은 캡티브가 주요기업들의 危險財務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일반보험자의

부정적 인식과 조세당국의 엄격한 과세제도에도 불구하고 캡티브는 계속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블린에 있는 금융서비스 센타의 도입, 독일

및 아일랜드간의 二重課稅防止協定의 영향으로 유럽공동체내에 캡티브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제상의 불합리성도 극복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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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일기업의 캡티브가 발전하게 되었다.

독일과 유사하게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外換統制와 旣存保險市場의 압

력으로 캡티브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독일에서와 마찬가지

로 캡티브 설립여건이 개선됨으로써 프랑스 기업들은 룩셈부르그와 버뮤

다에 캡티브를 설립하였다. 또한 주요 프랑스 보험회사들과 보험브로커

들은 향후 보험시장에 있어서의 캡티브의 발전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자

체 캡티브 管理會社를 설립하여 주요기업들의 캡티브 설립을 支援할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는 유럽공동체의 會員國이 아니지만 국내와 해외에 많은 캡티브

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내 쭈그(Zug ) 지역은 과거에 제한적으로

캡티브가 설립되어 왔으나 향후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다.

스칸디나비아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핀란드에 캡티브가 설

립되어 있다. 스웨덴은 국내와 룩셈부르그를 비롯한 버뮤다, 케이먼群島

등에 소재한 해외 캡티브가 성장중에 있다. 스웨덴에서는 保險會社와 政

府와 캡티브를 설립하려는 기업간에 오랫동안 論爭이 있어왔다. 스웨덴

정부는 본래 두 개의 내국기업에게 비스웨덴소재위험(Non - Swedish

risk )에 대해 스웨덴 保險會社가 관리하는 캡티브에 부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스웨덴 정부는 內國企業이 설립한 캡티브

에 스웨덴내 所在하는 危險도 인수할 수 있도록 許可를 해 주었는데 이

허가는 일정한 猶豫期間을 두고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기간중 스웨

덴 銀行은 外換統制를 완화했으며 스웨덴외의 캡티브 설립시도 資金의

送金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후로부터 스웨덴기업들이 캡티브를 설립하

기 위해 정부의 許可를 받는 제도는 사실상 廢止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은 세계 어느곳보다 인구당 가장 많은 캡티브를 保有하

고 있다. 스웨덴 보유의 해외 캡티브는 80- 90%가 룩셈부르그에 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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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룩셈부르그내에서는 원수보험을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

에 1990년대 초 이후 스웨덴의 캡티브들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원수보험

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캡티브를 설립하기 위하여 더블린에 대해 관

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기타 유럽내 캡티브로는 지브랄타(Gibraltar )가 있는데 이곳은 기술적

으로 유럽공동체 내에 있으며 유럽공동체 요구조건들을 충족하는 保險法

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캡티브에 대하여도 통상적인 稅金惠澤을 부여하

고 있다. 지브랄타는 이론상으로는 더불린에 있는 금융서비스센타와 같

이, 위험이 인수되는 각각의 개별지역에 보험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유

럽공동체에서 원수보험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캡티브 지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브랄타는 아직도 保險法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

았고 海外地域의 캡티브 개발을 위한 下部構造(infrastructure)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이프러스(Cyprus ) 地域은 특히 중동과 관련이 있는 企業들에게 중요

한데, 이 지역은 과거에는 주로 호주기업들이 二重課稅防止惠澤을 얻을

수 있고 호주 국세청의 승인이 없어도 캡티브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캡티브를 설립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7월 호주의 新稅法

(Australian accruals tax legislation )이 발효됨에 따라 호주 기업들의 이

지역에서의 캡티브 설립 잇점이 적어지게 되었다. 사이프러스는 양호한

稅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金融制度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이

곳에 保險會社를 설립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외국기업의 캡티브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短點을 가지고 있다.

캡티브 설립과 관련하여 비교적 새로운 지역은 몰타군도이다. 이곳은

稅制를 개정하여 캡티브에 대해 5%의 낮은 稅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監

督體系를 정비하여 캡티브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保險 및 기타 金融

서비스 産業에 있어서 몰타를 캡티브 센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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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유럽이 캡티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장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캡티브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외부 유출을 꺼리

기 때문에 캡티브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향후 10년후

에는 1,000 여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시장이 보험부분 서

비스의 自由化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과 유럽연합의 형성이 마무리 단

계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캡티브

의 수가 北美會社 수준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캡티브 설립과 관련하여 유럽내의 많은 중형급 회사(medium size

company )들은 자체적으로 캡티브를 만들기에는 규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캡티브(rent - a - captive)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규

모의 자본금 없이도 갭티브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代替캡티브가 개

발되는 경우 유럽의 캡티브는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 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의 캡티브 설립 潛在力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日本

을 들 수 있다.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버뮤다 등에 상당수의 캡티브를

설립하였지만 日本保險市場은 캡티브의 성장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일본기업들이 유럽 및 기타 海外地域의 子會社 수가 늘어남에 따

라 이들 外國所在 子會社가 캡티브를 설립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

다. 최근 일본의 캡티브는 룩셈부르그와 금융서비스센타가 있는 더블린

에도 설립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海外 子會社 관련 캡티브의 설립

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대표적인 캡티브 지역으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홍콩은 싱가포르에 뒤지고는 있지만 홍콩외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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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보험을 인수하는 캡티브에 대해 홍콩의 法人稅 減免을 허용할 가능

성이 있으며, 또한 기업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金融構造와 效率性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외에 소재하는 기업물건을 인수하는 캡티브

에 대해 特別割引 稅制惠澤을 부여하는 등 외국기업의 캡티브를 싱가포

르에 誘致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캡티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반적인 産業施設基盤과 전문적인 캡

티브 管理運營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 때문에 캡티브 설립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라 . 濠洲 및 뉴질 랜드

호주기업에 의해 설립된 약 30개의 캡티브는 대부분이 싱가포르에 소

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버뮤다, 사이프러스, 케이만 군도에 설립되어 있

다. 최근에 호주의 해외 캡티브들은 호주의 利子稅法(Acruals T ax

Legislation) 개정에 따라 큰 타격을 받게되었다. 이 법은 해외소재 캡티

브에 대해서도 호주내에 소재하는 기업과 동일한 法人稅를 부과하는 효

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저렴한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캡티브 설

립이 위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캡티브

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호주내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

면 外國所在 캡티브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면 호주내에

캡티브를 설립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環境災害와 같은 異常危險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호주기

업들은 캡티브 설립을 活性化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에서는 外國會社規制法(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

slation , 이하 CFC)이 導入되었는데 이 法은 정부에서 정한 7개의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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途上國家 外의 地域에 캡티브를 설립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규

정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 기업의 캡티브 설립 가능성은 몇몇의 대

규모 회사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기업은 호주에서의 유리한

영업환경과, 호주가 CFC세법에서 許容된 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호주를

해외 캡티브 지역으로써 利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 其他地 域

카리브해(Caribbean area)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새로운 캡티브 지역

으로 각광을 받아온 곳은 바바도스이다. 이 지역은 캐나다와 이중과세방

지협정을 締結하였고 母企業이 캡티브에 지급하는 保險料에 대해 미국

聯邦政府의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한 미국과의 협정체결로 인하여 1980

년대 초부터 실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바도스에 소

재하고 있던 다수의 캡티브들이 버뮤다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버뮤다가 바바도스에 비해 캡티브가 활용할 수 있는 諸般設備가 우수하

기 때문이다.

2 . 캡티브에 대한 課稅制度

가 . 美國

美國 國稅廳(Internal Revenus Service : IRS )은 1970년대에 캡티브의

保險料 控除에 대해 기본적으로 經濟的 家族關係(economic family )理論

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조세당국의 입장을 확립하였다.

즉, 캡티브가 母企業의 경제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인 危險分

散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母企業이 캡티브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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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IRS는 母企業의 위

험만을 인수하는 순수 캡티브에 대하여는 보험료 공제 혜택을 거부하였

다. 이에 따라 母企業이 子會社인 캡티브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 IRS가

세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네가지 경우를 제정하였다.

1) 純粹 原保 險 캡티브인 경우

母企業이 외국에 설립한 캡티브(100% 투자)에 화재 및 특종보험에 대

해 원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再保險 캡 티브인 경우

국내 소재 비계열 원보험회사와 母企業이 100% 투자한 외국소재 캡티

브가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여, 국내소재 원보험회사가 인수한 母企業 물

건의 95%를 재보험으로 캡티브에 출재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3 ) 原保險 캡티브인 경우

母企業이 외국 소재 캡티브에 지급한 보험료를 캡티브와 국내 소재

비계열 보험사와의 특약에 의해 캡티브가 90% 이상의 보험료를 국내 소

재 비계열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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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料 에 대한 稅金控除를 認 定하지 않은 事例

1) 카네이 션社의 事例

사건 개요

미국 카네이션(Carnation )사는 1971년 8월에 카네이션 그룹과 그의 계

열사의 보험을 전담할 목적으로 쓰리 플라워(T hree Flower )란 캡티브를

버뮤다에 子會社로 설립하였다.

1971년 9월 카네이션 그룹은 비계열사인 아메리칸 홈(American Home

,원보험회사)사에 보험기간을 3년으로하여 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메

리칸 홈사에게 90%를 쓰리 플라워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것을 요구하

였다.

아메리칸 홈사는 쓰리 플라워사가 보험사고 발생시 支給能力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카네이션사에게 쓰리 플라워의 업무와 관련 支給保證을

서거나 信用狀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카네이션사는 쓰리 플라워

사의 擔保力을 보강하기 위해 300백만불을 증자하였다.

아메리칸 홈사는 90%를 比例再保險(Quota Share) 방식으로 카네이션

사의 캡티브인 쓰리 플라워사에 출재하고 再保險手數料를 공제한 再保險

料를 지급하였다.

1972년 카네이션사는 아메리칸 홈사에 보험료 $ 1,950,000을 지급하고

동시에 아메리칸 홈사는 쓰리 플라워사에 재보험료 $ 1,775,000을 지급하

였다.

카네이션사는 稅制當局에 쓰리 플라워사에 지급한 보험료 $ 1,950,000을

경비로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세제당국은 아메리칸 홈사에 의해 쓰

리 플라워에 출재된 카네이션 그룹의 물건은 危險分散이라는 보험의 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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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原理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보험료의 經費處理를 거부

하였다.

판 결

동 건에 대해 抗訴審法院(T he Court of Appeal)은 稅制當局의 입장을

옹호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쓰리 플라워는 母企業인 카네이션사의 위험

을 재보험으로 인수하므로 經濟的 家族關係(economic family )를 형성하

고 있으므로 母企業인 카네이션사가 비계열사인 아메리칸 홈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아메리칸 홈이 쓰리 플라워에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4 ) 參與 캡티 브社의 경우

참여 캡티브는 보험계약자가 개별 캡티브를 설립하지 않고도 캡티브

설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이다. 즉, 참여캡티브는 기존 설립된 캡티

브로부터 담보력이나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기존 캡티브

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참여캡티브에 참여한 계약자는 스스로 별도 계정을 관리하며, 보험사

고 발생시 손해액을 자신이 부담하므로 실질적인 危險移動(risk shift -

ing )이나 타보험사의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IRS는 참여캡티브에 참여한 계약자를 제3의 비계열보험사와

실질적인 보험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에 대한 稅金

控除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 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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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제당국은 海外지역에 설립된 캡티브에 대해 영국기업과 동일한

稅法을 적용하기 위해 1984년 세법을 개정하였다.

영국 국내법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로는 영국인의 所有持分이

50%이상인 海外所在企業(Controlled foreign companies : CF C)으로 海

外지역의 세율이 국내 세율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低課稅制度(low tax

regime)지역6)으로 판정하여 CFC의 수익에 대해 法人稅(corporation tax )

를 부과하고 있다. CFC의 이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인 주주들의 주식 소

유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한편, 海外지역에 소재한 캡티브인 경우에도 다음 사항이 해당되는 경

우에는 캡티브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① 영국기업의 CFC 해

당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② CFC로부터 연간 ￡20,000 이하의 이익이

발생될 경우 ③ CFC가 이익(海外지역의 稅金 控除後 이익)의 50%이상

을 배당금 형태로 英國內 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경우 ④ 규정에 의한 저

과세제도 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캡티브의 경우

다 . 日本

1978년에 제정된 비과세 지역의 세금규정(T ax Heaven T ax

Regulation )"이 1992년 개정됨에 따라 일본 기업이 외국에 캡티브를 설

립하는 경우 세제상의 이익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 즉, 25% 이상의 세

율을 부과하는 캡티브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대하여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25% 이하의 세율을 부과하는 캡티브 지역에 소재한

일본 기업에 대하여는 일본인의 캡티브 소재 주식 지분이 50% 이상일

때에는 캡티브 모기업(일본 소재)의 이익금에 외국 지역에서 받은 배당

금을 합산하여 일본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되었다.

6) 버뮤다와 같이 캡티브 면세지역으로 알려진 곳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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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캡티브 지역에 소재한 일본 기업에 대해 본국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① 캡티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독립적이며 해당지역에서 항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② 캡티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그 업무수행에 있어 자체적으로 업무

및 경영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③ 모기업이나 캡티브 소유주에 관련된 물건에 대한 해당 보험료의 수

입이 캡티브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라 . 스웨덴

1990년 스웨덴 국회는 CFC의 과세방법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법

령의 내용은 캡티브가 外國會社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외국회

사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① 캡티브가 소재한 지역은 스웨덴과 租稅協定(tax treaty )이 체결되어

있으며 협정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② 캡티브가 스웨덴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에 소재

하고 있는 경우(法人稅의 세율이 유사함을 의미함)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캡티브에 대하여는 수익에 대해 스웨덴 국

내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마 . 濠洲 및 뉴질 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CFC에 대해 영국이나 스웨덴보다 더욱 규제적인

법령을 제정하였다. 캡티브가 국내 세제 당국에서 지정한 국가에 소재할

경우 캡티브는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87 -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지정한 캡티브 소재지는 海外免稅地域(tax -

heaven)뿐만 아니라 싱가폴, 룩셈부르그, 더블린 등 特別引下稅(tax -

concession)를 허용하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3 . 캡티브 設立事例

이 장에서는 유럽지역에서의 캡티브 保險者 및 캡티브 再保險者 설립

에 대한 事例를 검토하겠다.

검토대상으로는 독일에서 급성장한 캡티브 사례와 영국기업이 설립한

캡티브 사례 및 國營企業體制인 이탈리아 기업의 캡티브 설립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본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검토되는 주요 논점들은 다음 사항들을 감안하였

다.

·캡티브는 왜 만들어 졌는가?

·캡티브는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어떠한 法律形態는 취하고 있는가?

·캡티브에서 취급하는 保險種目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캡티브의 成功原因은 무엇인가?

·캡티브의 向後 展望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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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英國

1) 영국국 영석유회사 (Brit is h Pet ro le um)의 事例

과거에 BP는 石油施設 또는 대규모 기름유출손실과 같이 위험도가 높

기 때문에 보험자가 인수를 꺼리는 위험에 대하여는 어쩔수 없이 自家保

險을 통해 해결했고, 5억불까지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

러나 최근에 BP는 전략을 바꾸어 천만불과 5억불 사이의 클레임을 발생

시키는 위험에 대하여는 自家保險하는 반면 천만불 미만의 손해를 야기

하는 위험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캡티브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규모, 예측할 수

없는 위험보다는 소규모, 예측가능한 위험을 自家保險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국의 석유회사인 BP는 반대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危險管理戰略은 1990년대 초에 채택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을 채

택한 이유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1980년대에 보험료 지출에 대한 자체

監査結果에 기인되었다. 이 감사결과 손해율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12억불의 보험료가 지불된 반면 단지 2억5천만불만의 보험금을

지불받아 保險者에게 엄청난 利益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BP가 캡티브로 전환하게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BP가 로이드 신디케이트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保險者들보다 財務

的으로 더 安定的이라는 점

·BP가 전통적인 보험자들보다 자체 위험에 대해 더 잘 評價하고

保險價格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인식

·대형클레임에 대한 BP와 보험자들간에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치

룬 法的인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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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는 소형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자들간의 引受競爭이 치열하며, 또한

보험자들이 소형 클레임을 다루는데 익숙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통적

인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만일 대형손실이 발생한다면 BP는 資本市場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

기 위해 긴급계획을 작동할 것이다. BP의 規模나 信用評價結果를 감안

할 경우 보험자들보다도 자금을 끌어모으기가 더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

다. 더구나 주주들은 본래의 보험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節約分이 생

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未付保 物件에 대형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이

많은 자금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負債가 가중되

어가는 방법은 아니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救濟方法으로는 사채

를 普通株主券으로 轉換하여 발행하므로써 負債가 감소하게 되는 危險金

融技法이 BP에 의해 고려된 것이기 때문이다.

2) 英 國建築協會 (UK Build ing S o c ie t ie s )의 事例

영국건축협회(UK Building Societies )는 개인이 건물을 매입할 경우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일종으로서, 개인에게 대출을 할 경우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抵當權賠償保證保險 加入을 義務化하여 왔다.

1993년 5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건축협회는 자체 보험회사를 소

유할 수 없도록 規制되었으나, 그후 정부의 規制緩和로 회원들의 抵當權

賠償保證保險(mortgage indemnity guarantee insurance)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 캡티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借用

人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貸出業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

입토록 하였으나, 90년대초 건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많은 家口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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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主들이 負債狀態에 놓임에 따라 전통적인 영국의 보험자들에게 대형손

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영국에서 실업의 급작스런 증가와 맞물려

많은 借用人들이 貸出額의 辨濟를 할 수 없게 되므로써 보험사고액이 누

적되었으므로 결국 抵當權賠償責任保險에 대해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

하게 되었고 많은 건축협회들은 캡티브를 통한 自家保險形態의 설립을

摸索하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큰 건축협회인 핼리팩스(Halifax )사는 抵當權賠償責任保

證保險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캡티브 회사인 Halifax

Mortgage Re Ltd를 설립하였다.

건축협회는 캡티브가 抵當權賠償責任외에도 일반보험분야를 인수할 수

있게 되므로써 그들의 업무범위를 상당히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건축협

회가 진입하기 용이한 일반보험 영역은 임차인에게 家計性 保險을 판매

하는 것이다.

Bradford & Bingley , National & Provincial, Northern Rock, Woolsich

및 Yorkshire를 포함한 다수의 영국의 건축협회들은 抵當權賠償責任證券

을 인수할 목적으로 캡티브를 설립하였다. 前 建築協會인 T he Abbey

National사 또한 캡티브 보험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캡티브는 이미 은행

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업연맹과의 합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抵當

權賠償責任이 아닌 보험증권을 인수하는데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러한 영국 금융기관의 자체 캡티브 설립추세는 저당권 지불(mortgage

payments )실적이 양호한 借用人에게 보험료 인하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

이다.

나 . 獨逸

1) 化學製 造業體들의 共同 캡티브 設立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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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초 독일의 3개 주요 화학제조업체인 호엑흐스트(Hoechst AG)

사, 베이어(Bayer AG)사 및 바스프(BASF AG)사는 룩셈부르그에 그룹

再保險 캡티브인 Indurisk Re(이하 Indurisk라 함)를 설립하였다.

Indurisk社는 이 회사들의 環境汚染賠償責任擔保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

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環境汚染賠償責任擔保는 保險者로부터는 제공

될 수 없었는데 이는 독일 및 유럽공동연합(EU)의 環境關聯法規가 상당

히 엄격하여 일반 기업체들이 環境汚染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賠償額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賠償責任의 수요가 증가하고 環

境汚染被害에 대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동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

험을 찾는 것이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92년에 제정된 법규

는 독일내 일반회사들이 통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環境汚染事故를 발생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인 및 재물손해에 대해 각각 최소 1억6천만 마

르크를 담보하는 環境損害賠償責任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企業賠償責任保險과 관련된 보험료는 새로운 법규의 결과로써 뿐만 아

니라 대형 기업위험으로 지정된 特別料率體系(m odus op erandi)로 인해

급격히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賠償責任保險과 관련된 요율은

KOKOs라는 특별위원회에서 산정하였는데, 동 위원회의 요율산정방법은

계약자에게 많은 불만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면 大形賠償責任事故가 발

생되는 경우 KOKOs는 보험자의 賠償責任保險의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요율의 300%까지 인상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법규의 도입에 따라 보험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였으나 보험

자의 環境汚染賠償責任 담보능력은 증권당 2천만 마르크정도였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위기를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담보능력을 확보

하기 위해 再保險 캡티브를 설립하게 되었다.

Indurisk가 海外의 沿岸地域(海外)에 캡티브를 설립한 것은 주로 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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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잇점때문이었다. 우선 海外지역에서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과 또한 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보험영역으로 부터 독립적으

로 활동할 수 있고, 보험료 변동(fluctuation )을 줄일 수 있으며, KOKOs

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Indurisk의 설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는 BASF사의 엔트워프

(Antw erp) 소재공장의 大型火災事故로 4억2500만 마르크의 손실이 발생

하였기 때문이었다. 대형화재사고로 회사의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되자

캡티브를 설립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Indurisk의 同業者들은 사고당 2천만 마르크는 自家保險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위험의 80%는 캡티브를 통하여 再保險에 가입하고 있다. 1995년

부터 Indurisk는 그들의 보험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타 회사의 危險引受

와 引受危險의 管理를 위한 超過損害額 擔保를 구입할 것을 고려중에 있

다.

2) 自動車 製 造業體의 事例

航空·防衛産業(DASA ) 및 電子·電氣엔지니어링(AEG)분야의 子會社

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믈러 벤즈(Daimler

- Benz AG, 이하 벤츠 라 함)사는 비교적 최근에 自家保險 戰略을 공동

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Debris Re라는 캡티브 再保險會社를 설립하였다.

벤츠사는 불과 16%밖에 되지 않는 매우 양호한 損害率에도 불구하고 保

險會社로부터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財産, 企業

休止, 運送 및 建設工事保險을 인수하는 再保險者인 Debis Re를 설립하

게 된 것이다.

벤츠사는 그룹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향후 적절한 保險擔保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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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사가 再保險 캡티브를 만드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요인중의 하나

는, 회사의 危險調査(Underwriting inspection)를 原保險者 보다는 再保

險者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으므로 자체 再保險 캡티브를 설립하여 再

保險者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이다.

Debis Re는 그룹의 매우 양호한 損害實績에 대해 경쟁적인 보험요율

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保險費用을 경감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요컨데

保險料 算定은 전체 기업에 대한 평균수준보다는 벤츠 그룹의 危險 水準

에 기초를 두게 되며 Debis Re가 시현한 이익으로 內部留保金이 증가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캡티브는 타 회사의 위험인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

고 있다. 또한 그룹의 활동영역을 금융서비스의 분야에까지 다양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 이탈리 아

1) ENI사 事例

1986년에 설립된 파다나 보험회사(Padana A ssicurazioni, 이하 「파다

나」라 함)는 이탈리아 정부소유 에너지회사인 ENI의 캡티브로서 이탈

리아에서 ENI의 위험을 인수하며, 모나코에 소재한 타 캡티브와 함께

ENI의 海外危險도 취급한다. 대부분의 해외에 소재한 유럽의 캡티브와

는 달리 파다나는 이탈리아내 原保險會社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인가를

받아 아탈리아내에서 登錄되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金融資料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母企業에 상세한 金融統計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파다나社의 1993년 중 總原收保險料는 289,142(백만)리라로서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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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캡티브중에서 2번째로 큰 金額을 기록하였으며 이탈리아 全體 保險

會社중 26위에 해당되었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것은 조사된 4개년중에서

단지 1개년만이 保險營業實績(Underwriting Result )에 있어 손해를 기록

하였고 1993년에는 137,680(백만)리라의 엄청난 利益을 기록했다는 것이

다.

<表 Ⅳ - 1> Pada na 保險會社의 實 績現況 ( 1990∼ 1993 )

(단위:백만리라,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성장율

원수보험료

경과보험료

기생손해

비 용

보험인수실적

순 이 익

157,704

156,224

110,177

3,187

34,556

19,342

194,820

189,280

205,846

6,310

- 32,396

25,330

258,459

254,256

186,097

7,482

46,850

27,838

289,142

289,612

123,381

6,645

137,680

50,308

22.1

22.6

3.8

27.4

57.8

37.1

註: 경과보험료에 대한 수치는 재보험료를 포함함.

資料: Dat am onit or , Capt iv e In surance , P ear son P rofession al Limit ed, 1995,

p88.

캡티브 보험자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母企業의 保

險費用이 상당히 節減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파다나의 사례에서 나타나

는데 1993년도에 取得費用(acquisition cost )은 원수보험료의 2.3%로 매

우 낮게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一般保險會社들의 경우 비용이 많이드는

대리점 모집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비율이 18.0%∼

22.0%에 달한다. 더구나 손해율도 1993년도에 42.6%로 매우낮아 양호한

보험영업실적(Underwtiting Result )을 기록하였다. 損害率은 1991년에

108.8%로 매우 높았음에 반해 1992년도와 1993년도에는 각각 73.2%와

42.6%를 기록했다. 이렇게 손해율이 개선된 이유는 파다나의 危險管理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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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에 따라 수입보험료의 약 65%를 再保險에 出再함으로써 保有水準을

줄였기 때문이다.

<表 Ⅳ - 2> Pada na 保險 會社의 主要 比率 ( 1990∼ 1993 )

(單位: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기생손해/ 경과보험료

취득비용/ 원수보험료

인수실적/ 경과보험료

70.5

2.0

22.1

108.8

3.2

- 17.1

73.2

2.9

18.4

42.6

2.3

47.5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89.

파다나에서 취급하는 주요보험종목으로는 火災, 一般賠償責任, 傷害 및

一般 財産損害保險을 들수 있다. 그중 火災保險이 1990년도와 1993년중

파다나의 전체 수입보험료중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파다나 전체

평균성장율이 22.1%에 비해 火災保險은 28.9%를 기록하였다.

파다나의 보험료 포트폴리오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부분이기는 하

지만 健康保險(health insurance)保險料는 1993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16,798(백만리라)를 기록하였다. 이는 ENI사의 전체 종업원에 대한 집단

건강보험 판매전략을 수립한 캡티브의 결과였다. 自動車保險에 있어서는

일반 보험자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증권에 비해 價格 또는 擔保側面에서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으나 자동차보험 또한 ENI사 종업원들에게 판매되

고 있다. 파다나는 향후 ENI 직원들을 대상으로 生命保險商品을 판매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파다나에 의해 인수되는 대부분의 危險은 ENI 母企業 및 ENI 子會社

의 위험들이다. 그러나 수입보험료의 10% 내지 15%는 ENI에 원료를 공

급하는 등의 ENI營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약자로부터 거수한것이다.

파다나가 ENI의 去來先을 보험으로 인수하게된 배경은 ENI에 원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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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고있는 계약자들이 사고발생으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ENI사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綜合的인 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ENI사와 같이 去來先과 연계하여 보험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형태의 캡

티브가 계속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Ⅳ - 3 > Pada na 保險會社 의 種目別 原受保險 料 (19 90∼ 199 3 )

(單位:백만리라,%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성장율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기타재산보험

운송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도난보험

기 타

41,417

25,759

27,352

17,222

27,523

614

7,104

2,927

3,873

2,600

1,313

51,756

30,130

38,118

20,227

33,027

675

8,314

3,173

4,561

2,981

1,858

79,706

40,219

42,365

33,209

36,512

1,820

10,256

4,032

3,865

3,730

2,745

89,307

47,673

37,665

36,721

34,557

16,978

10,999

4,118

3,827

3,822

3,475

28.9

22.5

11.1

28.4

7.8

199.1

15.5

11.9

- 0.4

13.6

37.9

합 계 157,704 194,820 258,459 289,14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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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 - 1> Pada na 保 險會社의 種目別 原 受保險料 推移

資料 : Datamonitor , 前揭書, p .90.

2) 캡티브 의 保險營業種目 比 較

이탈리아 내에서 파다나보다 규모가 큰 캡티브로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Fiat )사의 캡티브 자회사인 오거스타(Augusta Assicurazioni)사가

있다. 이 두 캡티브의 영업종목을 비교하면 모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위

험에 따라 보험종목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에너지 및 석유화학

업체인 ENI사의 경우 화재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상해 및 재산손해보

험종목이 주요 위험으로 보험에 가입된 반면 자동차제조업체인 파아트사

의 경우 신용(Credit )보험,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 중요한

보험가입대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이들 두 캡티

브의 원수보험료 점유비율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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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 - 2> 캡티 브의 種目別 保險料 占有比 比較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91.

1993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두 캡티브의 보험료 실적을 살펴보면

오거스타사는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이 신용보험, 자동차보험 및 자동

차배상책임보험등 자동차와 관련있는 보험이 가장 큰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도 파다나사에서는 거의 실적이 없는 보증보험(surity ) 및

재정손실보험(pecuniary loss insurance)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파다나사에서 중요한 보험종목으로 취급되었던 화재, 일반배상책임 및

상해보험등은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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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4 > 캡티브 의 保險營業種目 比 較 (19 93 )

(단위: 백만리라)

보 험 종 목 파다나(Padana) 오거스타(Augusta)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기타재산보험

운송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도난보험

보증보험

재정손실보험

기 타

89,307

47,673

37,665

36,721

34,557

16,978

10,999

4,118

3,827

3,822

2,046

16

1,413

36,392

23,702

18,401

2,641

11,194

24,835

67,098

55,959

87,829

3,631

10,875

11,114

1,162

합 계 289,142 354,833

資料 : Dat am onit or , 前揭書, p .92.

Ⅴ . 캡 티 브의 破 産

캡티브 설립이 활발해지고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캡티브의 支給不能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로 母企業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캡티브의 지급불능문제는 인수영업형태와 소유권의 성격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는다. 캡티브의 支給不能事態는 所有主(모기업과 기타 소액주

주)와 債權者(보험증권 소지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모기업은 有限責任의 원리에 의해 보호받지만 캡티브 破産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채권자들이 모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캡티브 파

산시 채권자의 모기업 재무자원에 대한 접근허용 문제는 입법에 따른 公

共政策의 效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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