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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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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歷史的 考察

캡티브는 20세기 초반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 계속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과 1980년대 초에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였는데 실제로 1978년과

1979년은 캡티브 新設과 전반적인 성장에 정점을 이루었다. 이 기간중

미국 損害保險會社들은 營業利益率에서 최고치에 달했으며 상당한 投資

收益을 올렸고 모기업보다도 양호한 영업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캡티브는 더욱 확장되어 1980년대 초에는 損害保險市場의 引受能

力 超過와 치열한 경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保險料率이 하락하게 되었

다. 또한 이자율 하락으로 投資收益이 감소되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저이자율 기간이 길어질 것을 豫想하지 못한채 비관련분야로의 확장을

계속해 나갔다. 캡티브들은 低投資收益 期間에 質的營業에 주의를 기울

이지 않고 保險營業을 무리하게 늘려나갔다. 이 기간 동안에 기존의 保

險會社들은 캡티브들의 운영기법의 미숙과 비관련분야로의 營業擴張에

대해 상대적인 잇점을 누릴 수 있었다. 더구나 캡티브들은 수익성보다는

양적팽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에 保險引受業務를 위탁함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招來하게 됐다. 결국 캡티브들은 많은 不良物件들을 인

수하거나 優良物件을 낮은 保險料率로 引受함으로써 수익성에 惡影響을

끼치게 되었다. 損害保險業界는 1980년대 중반에 不況을 맞이하게 되었

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하거나 不充分한 資本力으로 확장일로

에 있던 캡티브들은 剩餘金에 비해 엄청난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모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캡티브를 抛棄 또는 淸算하거나 캡티브를

破産하고 모기업의 위험만을 다루는 새로운 캡티브를 신설하는 방법을

택했다. 1991년말 전세계 캡티브의 10%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그

만두게 되었는데 이중 1/ 3정도가 청산절차를 거쳤으며 모기업이 負債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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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들이 채무이행을 촉구하게 되었다.7) 최근

의 청산사례로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 : General Electric)의 賠償責

任을 인수하던 EMLICO(Electric Mutual Liability Insurance Co.)의 경

우가 있는데 이 캡티브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버뮤다로 이전한 직후

인 1995년 12월에 5억달러 이상의 不渡를 내고 淸算節次를 거치게 되었

다.

2 . 캡티브 破産과 관련 組織

캡티브와 관련된 조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는 支

援組織, 管理組織, 統制 및 監督組織이 있다. 이들 조직은 캡티브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운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캡티브

파산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들이다.

支援組織은 모기업 및 모기업의 자회사,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 이들

기업군의 전 종업원을 포함한다. 관리조직은 캡티브에게 여러 가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조직인데 여기에는 관리회사, 브로커, 손해사정 및 클레임

처리기업, 통계 및 보험계리 서비스 제공자와 회계, 세무 등 제반 관리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統制 및 監督組織은 캡티브와 그의 영업활동

을 직·간접적으로 감독하는 政府와 公共機關들이다. 여기에는 財經院,

國稅廳, 保險監督院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캡티브가 채무이행을 완수할 수 없어서 支給不能 사태에 빠질 경우,

이는 캡티브와 관련된 여러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직·간접적

7) P orat , M . M oshe, an d Michael R . P ow er s , 1993. "Capt iv e In surer

In solv en cy : Pier cing th e Corporate Veil," Journ al of In suran ce Regulat ion ,

v ol 12, N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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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캡티브에 관련되어 있거나 保險保證基金(guarantee funds), 稅金 등

의 형태로 보험회사 지급불능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일반대중은 물론

위에서 언급한 제반조직을 포함한다. 순수 캡티브(pure captive)의 파산

시 모기업이 캡티브의 채무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비관련 위험종목 인수를 포함하는 광의의 캡티브(broad

captive) 지급불능의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지급불능 사태에 있는 캡티

브가 再生이 불가능하거나 모기업의 지원이 없다고 司法當局에 의해 판

단될 때는 淸算節次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캡티브의 投資者 (모기업

과 기타 주주들)들은 投資額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권을

잃게 된다. 또한 캡티브로부터 재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나 원보험을 가입

한 商業保險證券所持者(commecial policyholder s )들의 경우도 문제에 직

면하게 된다. 캡티브 파산과 관련한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담보소유자, 세

무당국, 대리점과 보험브로커 등이다.

만약 캡티브가 인가된 保險者라면 保險保證基金이 캡티브 債務의 일부

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캡티브의 支給不能은 해외 캡티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캡티브가 再保險 債務를 履行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그 파장이 길어져 原保險會社의 財務狀態를 惡化시키며 이에 따른 原

保險會社의 지급불능시에는 보증기금의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결과적으

로 보험보증기금의 기금부족으로 인한 보험요율 상승과 채권자 보호과정

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세금가중으로 이러한 부담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돌

아가게 된다.

3 . 母企業의 責任事由

캡티브의 支給不能은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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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기업이 자회사인 캡티브의 債務를 얼마나 責任질 수 있는지 파악하

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캡티브의 所有主는 유한책

임의 원리에 의하여 보호받지만 이해당사자들은 모기업이 캡티브의 投資

持分을 초과하여 債務를 責任질 것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 만약에 모기

업이 재무적인 책임은 지지 않은채 캡티브의 위험한 영업행위를 직접적

으로 지시하였거나, 캡티브가 모기업의 완전한 재무적인 지원을 받고 있

거나 혹은 캡티브의 자본금이 규정미달일 경우, 캡티브의 지급불능시의

債務履行 責任이 모기업으로 귀결되는 事由가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

다.

가 . 母企業 歸 責事由의 前提條 件

캡티브 파산시 모기업의 책임을 어떤 상황에서 인정하느냐하는 문제는

有限責任의 法理가 公共政策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有限責任의 法理에 따르는 費

用이 그 실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무시하고 캡

티브의 支給不能 責任을 모기업이 負擔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

을 것이다.8 ) 그러므로 공공정책의 문제는 언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有限責任의

法理에 따르는 費用이 그의 실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모기업의 責任

事由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9)

8) 유한책임 법리에 따른 비용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주 (또는 주주)는 위험

한 영업행위를 통하여 얻어진 수익은 전부 향유하지만 손해발생시는 다

른 투자자 (채권자)들과 분담하므로써 보다 위험한 영업행위를 통하여

투자지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도덕적 위험 (m oral hazard )이 있다.

유한책임의 실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전문화, 효

율적인 경영, 투자활동의 최적화와 투자의 다각화 등에 따른 혜택 등이

있다.

105



1) 株主가 母 企業인 경우

모기업이 대주주인 자회사의 경우에는 有限責任의 法理에 의한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이 더욱 증가한다. 이는 자회사의 관리자가 영업상황

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모기업이 고용기회를 담보한다는 것을 알고 모기

업을 대신하여 고위험 영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회사의 관리자가 모기업의 관리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有限責任의 法理에 따르는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투자기

회와 다각화에 대한 동기 등 혜택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有

限責任에 따른 비용이 그 실익을 초과할 수가 있다.

2) 株主가 個 人企業인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처럼 經營과 危險負擔機能이 거의 분리가 안된 경우에

도 有限責任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이 커진다. 이 경우에는 소유주가 고

위험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위험의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 有限責任의

費用은 커지는 반면 所有와 經營의 미분리로 인하여 유한책임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3 ) 非自發 的 債權者 ( invo lunta ry c re d ito rs )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관련된 自發的 債權者와는 달리 非自發的 債權

者는 기업활동의 위험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

9) East erbrook , F rank H ., an d Daniel R . F ischel, 1985. "Lim it ed Liability

and th e Corporation ," T he Un ivers ity of Chicag o L aw R ev iew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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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비용을 이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할 때는 有

限責任에 따른 도덕적 위험이 커지게 된다. 기업의 財務狀態를 위장하고

분명한 詐欺行爲(fraud)를 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이 기업의

사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는 비자발

적인 채권자가 되게된다.

4 ) 資本金 未 達의 경우

기업의 자본금이 수준 미달상태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資本金으로 운영

할 때보다 株主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위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에 有限責任의 비용이 그의 실익을 초과하게 되고 有限責任으로 인한 도

덕적 해이가 훨씬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 財務狀態를 위장하거

나 모기업의 財務支援을 가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3)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인 채권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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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組織的 環境에 따른 母企業 과 캡티브의 關係

거의 모든 캡티브들은 大株主인 모기업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캡티

브 破産의 대부분의 경우는 위의 1)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캡티브 지급불능이 항상 모기업의 責任事由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캡티브와 모기업과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캡

티브 파산시 모기업의 責任所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캡티브 파산시 모기업의 債務履行 責任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하여는 캡티브와 모기업의 조직과 사업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分析

을 필요로 한다. 캡티브 파산시 모기업의 連帶責任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러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배심원들도 주관

적인 정보를 근거로 하여 判決하는 경우가 많다.

1) 司法的 基 準과 慣例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에 관한 法院의 判決原則은 세 가

지의 衡平救援의 原則(doctrines of equitable relief)에 따른다. 이 원칙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모기업이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連帶責任

이 따르게 되어 있다.

- 자회사가 단순히 변형된 형태의 모기업의 일부(alter ego)일 때

- 모기업이 자회사의 資産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을 갖고 자회사를 모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때

- 자회사가 모기업 운영을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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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느 경우에든 法院은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組織的인 聯關性을

검토함으로서 社會的 費用과 收益을 평가하게 된다. 법원은 두 조직간의

獨立과 分離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목록

별로 작성하여 심사하는데 여기에는 경영의 스타일과 기업목표, 인사, 계

약관계, 두 조직간의 호혜관계, 재무와 투자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모

기업의 자회사나 제삼자에 대한 보증 유무, 회사의 명칭이나 같은 로고

의 사용 등이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모기업의 責任有無는 위와 같은 範

疇內에서 많은 비자발적인 채권자가 연루되거나 심각한 公共利益이 걸려

있는 경우에 특히 모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2) 實際的 인 基準

캡티브의 발전과 함께 여러 형태의 캡티브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모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캡티브들은

모기업과의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의존 형태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다.

캡티브의 모기업과의 依存度를 측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대략 열 가지로 나누어 파악해볼 수 있다.10) 이러한 요인

들은 保險營業의 일반적인 특징과 캡티브의 고유한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진 기준에 따라 完全依存型에서 부터 完全獨立型까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극단형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 두 극단형을

끝점으로 하나의 띠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訴訟의 경우에는 해당 캡

티브의 의존도를 평가하는 것은 채권자, 모기업 또는 법원의 신청에 의

해 고용된 外部 專門家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열 가지 기준은

10) P orat , M . M oshe , an d Michael R . P ow ers , 1993. "Capt iv e In surer

In solv en cy : Pier cin g the Corporat e Veil," Journal of In surance Regu -

lation , v ol 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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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 組織과 經營管理 關係, 나) 運營 및 營業形態, 다) 代表性의 문

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 ) 組 織과 經營管理 關係

① 動機 와 目標

대부분의 캡티브들은 財務的, 營業的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다. 캡티브

의 설립동기가 전적으로 모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모기업과의 依

存關係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고 설립동기가 모기업의 財務的, 運營的인

특징과 무관한 것이라면 독립된 형태의 캡티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캡티브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減稅效果 등 모기

업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는 의존성을 나타낸

다고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캡티브의 收益性, 成長性 또는 母企業의 事業

多角化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캡티브는 독립된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② 所有 와 組織構造

한 개의 모기업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캡티브는 모기업에 의존

적이고 그룹이나 支柱會社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캡티브는 보다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所有權과는 별도로 캡티브의 組織構造도 독립성

에 영향을 미친다. 완전히 의존적인 형태의 캡티브는 고정된 별도의 組

織構造를 갖지 않고 과업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기능과 권한을 모기업으

로 부터 부여받는다. 반면에 완전한 독립 캡티브의 경우는 引受業務, 클

레임 處理, 마케팅 등 전통적인 保險社들의 기능별 組織構造가 명확히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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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意思 決定

意思決定과 業務遂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캡티브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완전히 의존적인 캡티브의 경우는 모기업의

經營層이 캡티브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고, 完全獨立 캡티브의 경우는 캡

티브의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히 설정

되어 있다.

④ 人的 資源 및 物的設備

의존적인 캡티브의 경우는 일상적인 서류작업은 캡티브 管理會社에서

담당할지 모르나 주요 업무의 대부분은 모회사의 위험관리팀이나 재무팀

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립적인 캡티브의 경우에는 전통적

인 보험사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의 主要責任을 서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物的設備 및 便宜의 공유도 또한 캡티브의 獨立性을 決定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사무실, 기록, 로고, 서류의 두문(let terheads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공유도가 클 경우에는 의존도가 높

다고 할 수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 독립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 運 營 및 營業形態

⑤ 營業

法院은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모회사의 統制程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영업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왔다. 캡티브의 경우는 이러한

營業活動으로 인수, 상품개발, 요율결정, 재보험 결정, 손해사정, 손실통

제 및 마케팅을 포함하고 있다.

완전히 의존적인 캡티브의 경우에는 이러한 決定이 모회사의 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많은 캡티브들은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프론팅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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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管理會社, 損害査定人 등 외부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하

여 수행하기 때문에 모기업의 실질적인 통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완전 독립적인 캡티브의 경우에는 중요한

決定이나 서비스 제공자 들에 대한 統制가 캡티브의 經營層에 의하여 이

루어 진다. 캡티브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마케팅을 수행하는 방법도 캡

티브의 獨立性을 決定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로는

危險引受種目, 引受의 性格, 캡티브의 포트폴리오 중 비관련 위험정도 등

이 포함되고, 모회사의 경영층의 마케팅 업무에의 關與度도 중요한 역할

을 한다.

⑥ 管理

캡티브는 전통적인 보험사와 같은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여야 한

다. 이러한 管理機能으로는 보험증권 발행, 회계, 경영층과 규제당국에의

보고, 클레임 처리 등이 있다. 완전히 의존적인 캡티브의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를 地域內 管理會社에 一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리

업무가 전적으로 모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반면 완전히 독립적인 캡티

브는 위의 기능이 캡티브의 경영층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⑦ 財務 와 投資管理

캡티브의 財務管理 또한 모기업과의 의존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완전히 의존적인 캡티브는 모든 財務計劃과 管理活動이 모기

업에 의하여 수립되고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豫算樹立, 資金

管理, 保險金 支給, 財務報告, 投資와 회사간 資金移動 등이 있다. 반면에

완전 독립적인 캡티브의 재무관리 활동은 모회사와 분리되어 있으며 투

자활동도 모회사 및 그 관련기업과 연관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캡티

브는 위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캡티브의 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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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管理 活動은 모기업과 캡티브의 財務管理者가 공동으로 통제하고, 모

기업의 재무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캡티브가 모회사에 관리계약 따라 手

數料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모기업에의 의존도를 평가할 때

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통제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다 ) 代 表性

⑧ 明示 的 代表性

캡티브와 모기업과의 關係를 외부에 명시하는 방법은 두 기업간의 의

존도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캡티브들

은 모기업의 名聲(예: 로고등 모기업의 심볼)을 明示的으로 이용하여 영

업을 확장하고자 하며 비록 明示的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潛在 顧客으로

하여금 모기업의 財務的 支援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한다. 캡티브의 定

款은 일반대중이 캡티브와 모기업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소이다. 완전 독립적인 캡티브는 어떠한 明示的인 형태로도

모기업과의 依存度를 나타내지 않으며 실질적인 自律的 運營(arm ' s

- length distance)을 하고 있다.

⑨ 保證

모기업의 캡티브의 債務辨濟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은 매우 강력한 형

태의 의존도를 나타낸다. 1960년대말 부터 1970년대말 까지는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이러한 債務保證이 흔히 있었는데 아직도 많은 캡티브들이

潛在 顧客과의 영업위상 강화를 위해 信用狀이나 支拂保證(bonds) 등 다

른 형태의 모기업 保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 독립적인 캡티브

는 구체적이든 암묵적이든간에 어떤 형태의 보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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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經營 層

완전 의존적인 캡티브의 경우에는 모기업의 경영층이 캡티브의 경영을

겸하게 된다. 이러한 경영층의 구성은 회사의 定款에 의하여 표시되지만

진정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해당 경영층의 실질적인 經營參加

與否를 살펴보아야 한다. 완전 독립적인 캡티브의 이사회에는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포함된다.

다 . 財務的 환경에 따른 母企業 과 캡티브의 關係

캡티브 設立資本의 未達(undercapitalization )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는 먼저 캡티브가 인수하려는 保險의 種目과 額數를 고려하여 필요한 資

本金 規模의 適切性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

는 보험회사의 財務統計, NAIC에서 개발한 危險基準資本模型(Risk -

Based Capital Model), 그리고 지급불능 비용의 現在價値를 危險理論的

으로 분석하는 기법 (Risk- T heoretic Analysis of the Present Value of

the Cost of Insolvency ) 등 세가지 방법이 있다.

1) 財務統 計

1970년대 중반 미국의 NAIC는 保險産業을 規制하기 위하여 11개항목

으로 이루어진 財務比率을 開發했다. 미국의 州 保險監督機關들은 IRIS

比率 이라고 불리는 이 통계수치를 보험회사의 재무안정을 위한 豫備規

制基準으로 사용해왔다. IRIS 비율기준에 의하면 11개의 財務比率중 4개

이상의 比率이 특정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잠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다 상세한 審査를 요구하고 있다.

IRIS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IRIS는 監督機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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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널리 사용돼 왔으며 또한 캡티브의 자본미달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IRIS에 의해서 캡티브의 11개의 실제 비율을

산정하고 이중 몇개의 비율이 한계치를 초과 하는지, 또는 실제 비율이

동일시장에서의 캡티브들의 평균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

로써 캡티브의 財務的인 안정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

분의 캡티브들이 모기업의 재무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IRIS比率의 한계치를 캡티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캡티브의 支給餘力 規制에 관한한 타당한 반면

캡티브 지급불능의 모기업 전가에 관해서는 타당하지 못하다. 즉 만일

캡티브가 보다 위험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간주 된다면

캡티브의 지급불능시 모기업은 캡티브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캡티브가 보다 위험한 영업을

수행함으로써 株主利益의 극대화를 꾀한다면 (즉 道德的 解弛가 크다면)

캡티브의 평가도 보험회사와 동일한 支給餘力 基準에 근거하여 적용되어

야 할 것이다.

2) 危險基準 資本 模型 (Ris k- Bas e d Capit a l Mo de l: RBCM)

미국의 州 보험감독기관의 保險會社 財務安定에 대한 規制能力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NAIC는 1991년에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을 구

분하여 적용하는 위험기준자본모형(RCBM )을 개발하였다. RBCM은 보

험회사의 資産危險(asset risks )과 引受危險(underwrit ing risks)을 보다

세분하여 자산위험을 投資危險(채권, 주식, 저당대부)과 信用危險(재출재,

기타채권)으로, 인수위험을 準備金, 收入保險料, 未經過保險料 부분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유지해야할 剩餘金과 각

위험의 합계로서 유지해야할 최소 총 잉여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

115



라 캡티브의 未達 資本金은 實際 剩餘金과 RBCM이 제시하는 剩餘金間

의 比率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표준치(예: 70%)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와 동일시장의 모든 캡티브의 평균치와 차이가 클때는 위험한 상태

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RCBM의 문제점으로서는 다양한 위

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비인가 캡티브의

경우는 RCBM을 적용할 만큼 충분한 財務資料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이다.

3) 支給不能費用의 期待現在價値

(Expected Discount Cost of Inso lve ncy: EDCI)

資本金 未達은 궁극적으로 支給不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급블능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확률분포에 최초 잉여금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캡티브의 資本金 水準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

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保證基金費用이나 관련 보험계약자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급불능비용을 支給不能時까지의 확률분포와 적

절한 할인율에 근거하여 기대현재가치를 구한다.

캡티브 資本金의 未達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割引率을 선

택하여 캡티브의 EDCI를 구한 다음 (할인율이 0%인 경우 EDCI는 파산

확률(probability of ruin )이 된다.) 전체 캡티브의 平均値와의 차이가 얼

마나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RCBM과 마찬가지로 캡티브 支給不能에

EDCI를 적용하는 것은 자료의 제한으로 어느 정도 限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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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綜合的 判斷

캡티브의 파산에 따른 모기업의 책임여부에 대한 法院의 判決은 궁극

적으로 모기업이 지급불능 캡티브를 自社의 위험을 구체화(external-

ization )하는 수단으로서 운영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

명한 모기업과 캡티브간의 조직과 재무환경적인 연관성이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두 기업간의 조직적인 의존도를 결정짓는데

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고, 財務的 安定度를 결정하는데도 資料

의 객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캡티브의

모기업 의존도를 결정할 組織環境的인 요소와 財務環境的인 요소간의 加

重値를 결정하는 것도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

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조직의 의존도와 IRIS比率 테스트로서도 지급불

능시 모기업의 責任事由의 決定에 관하여 쉽고 간편한 분석을 할 수 있

다. 즉 組織의 依存度를 파악하는 변수로서 10가지 항목중 의존도가 높

은 항목의 갯수를, 재무적 안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12개의 IRIS

비율중 限界値 이하인 비율의 갯수를 선정하여 각 캡티브의 위치를 평면

공간에 나타내어 두가지의 요소 측면에서 모기업과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11) 아래의 그림에서 수평축은 위에서 언급한 의존도 파악 10

가지 변수중 의존도가 높은 변수의 갯수를, 수직축은 한계치 미달 12개

의 IRIS비율중 한계치 미달의 갯수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점 C1은

다른 캡티브들 보다 높은 의존도의 갯수가 많고 (모기업과의 의존도가

11) P orat , M . M oshe , an d Michael R . P ow ers , 1993. "Capt iv e In surer

In solv en cy : Pier cing the Corporate Veil," Journ al of In suran ce

Regulat ion , v ol 12, N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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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 점 C2는 財務的 安定性이 낮음을 의미하는 限界値 未達

IRIS 비율이 많다. 한편 점 C3는 모기업과의 조직적 의존도는 높고 재무

적 안정성은 낮아 지급불능시 모기업의 책임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다양한 조직 의존도와 재무적 기준이 되는

변수들의 相對的 重要度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모기업이 캡티브 지급불

능시의 채무이행 책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면 다른 組織關聯 變數

나 財務的인 變數에 관계없이 모기업이 채무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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