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 國 內 企 業의 캡 티브 設 立 可能 性 豫測 및 影 響

1 . 캡티브 設立에 대한 國內保險市場 여건

국내에서 기업들이 캡티브를 설립하는 데는 構造的으로 여러 가지 장

애요소들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기능은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

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母企業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自家保險 형태인 캡티브를 일반적인 商行爲를 하는 보험회

사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대기업이 캡티브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현행 國內 保險會社

認可 基準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損害保險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資本金 및 각종 監督規制를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설립 메리트가

없고,

셋째, 대기업이 캡티브인 子會社에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營業

費用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法人稅 控除效果를 보기가 어렵고

넷째, 캡티브 브로커의 경우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인의 연간 수

수료 총액은 自己契約物件(캡티브 모회사 물건)이 50%를 상회할 수 없

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순수캡티브 브로커로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國內에서는 캡티브 설립이 어려우므로 外國에서의 設立을

모색할 수가 있다. 原保險 캡티브인 경우 크로스보더가 허용되지 않는

보험종목의 인수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再保險 캡티브가 가능하다. 즉,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원보험자를 프론팅으로 이용하여 재보험 인수를

전담하는 재보험 캡티브를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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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市場與件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대기업의 캡

티브 設立 展望은 그렇게 밝은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첫째, 국내 高額契約者들이 보험가입을 전제로 상당액의 資金을 해당

원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있으므로 자체 보험사 설립시 資金償還의 어

려움에 직면할 것이므로, 자금 사정이 극히 양호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캡티브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대형사고 위험이 큰 기업은 캡티브 설립시 파산될 위험성이 높

으므로 사고예방 등의 危險管理業務가 과학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캡

티브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셋째, 모기업에서 캡티브에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한 稅金控除 惠澤을

정부가 허용할지가 미지수이며, 캡티브 설립시 부가되는 經費, 管理費用

및 危險負擔 등을 감안해 볼 때 기존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편이 캡티브

설립보다 유리하다는 점과,

넷째, 우리나라 보험시장도 價格 및 商品自由化, 再保險自由化, 브로커

制度 導入 등으로 기존 協定料率(T ariff)제도가 붕괴되고 있으므로 계약

자들이 자체 캡티브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가격 협상 등에서 유리하게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고액계약자의 캡티브 보험사 설립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손해율이 극히 양호하거나 위험관리 기반이 우수한 기업들은

상품이 완전 자유화되는 경우 자체 캡티브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하겠다.

또한 국내 보험시장의 價格 및 商品의 自由化와 再保險制度의 自由化

에 따라 보험 브로커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므로 이들 브로

커들이 동일 업종을 소유한 보험계약자와 직접 접촉하여 그룹캡티브

(group captive)나 참여캡티브(rent - a- captive)아 같은 특수형태의 캡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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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설립을 조언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보험시장이 硬化性(hard market )으로 전환되는 경우 미국·유럽

등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은 브로커의 협조를 얻어 擔保力 確保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동업자간의 캡티브 설립을 추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2 . 國內 企業의 캡티브 設立對象 검토

우리나라 기업의 캡티브 설립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선 기업의

캡티브 設立基準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符合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가 . 設立基 準

먼저 캡티브 설립의 기준은 기업이 캡티브를 설립함으로써 일반적인

보험사의 이용보다 利益 示現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캡티브 설립 기준을 주요 항목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利益管 理

캡티브를 설립함으로써 이익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거 5년 이

상의 損害率이 30%∼40% 이내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 기업이

설립한 캡티브는 20%∼30%의 손해율을 나타내는 기업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년 기준 자금의 복구

(payback)가 가능한 기업, 즉 대형사고 발생시 5년 정도의 적립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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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補償이 가능한 기업이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손해율이 불량한 경우 캡티브 설립의 의미는 적으나, 이 경우

도 일반 보험자의 事業費에 비해 보다 저렴한 사업비로 캡티브 운영이

가능하다면 캡티브 설립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2) 保險料 規 模

캡티브의 이익은 保有保險料 규모에 비례하게 되므로 캡티브의 全體

保險料 규모가 클수록 캡티브 보유보험료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다. 또

한 再保險 經費가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 보유보험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캡티브 설립의 의미가 적다고 하겠다. 캡티브의 순보유보험료 규모를 정

하는 기준으로는 캡티브의 擔保力 규모가 중요하나 기술적으로는 캡티브

가 보유하려고 하는 물건의 危險分散(spread of risk ) 정도가 적절한가에

달려 있다. 즉, 다수의 危險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위험이 소재하

는 경우는 보유 포트폴리오(portfolio)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나 한 장소

에 위치한 단일 물건을 상대로 캡티브를 설립하는 것은 적합치 않을 수

도 있다.

危險管理學者인 바니스터(Bannister ,「Captive Insurance Company」저

자)의 이론에 의하면 성공적인 캡티브가 되기 위하여는 캡티브 순보유보

험료 규모가 ￡500,00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

로 ￡500,00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캡티브도 상당수가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설립된 캡티브는 年間 全體保險料가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 수 년간 안정된 손해율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3 ) 業種

122



화재·폭발 등의 위험에 따른 事故發生 頻度가 비교적 낮은 철강, 전

자 업종 등의 財産保險 분야는 일반 보험시장에서도 보험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저렴한 料率을 얻어내기가 쉬우므로 캡티브 설립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업종 또는 에너지 관련 업종은 일반 보험시장의 경기순환

에 따라 料率 水準이나 再保險 擔保力의 편차가 심하므로 안정적 보험관

리를 위해 캡티브 설립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재 설립된 캡티브

중에는 화학공장이나 에너지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4 ) 危險管 理 水準

캡티브 설립은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적합하나 손해율보다 더욱 중

요한 사항으로는 캡티브가 자체 危險管理 技術力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사고 발생시 복구를 위한 危險財務

(risk - financing )能力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危險管理 設備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내부 여건이 具備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캡티브 純保有額의 결정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수준이 충

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5 ) 經營者 의 危險回避 性向

캡티브는 일반보험의 이용에 비해 리스크가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캡티

브 설립의 판단은 最高經營者의 決斷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회사의 경영

자가 캡티브 설립시 장점보다 단점으로 많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면 캡

티브 설립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캡티브보다는 일반 보험자를 선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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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따라서 캡티브 設立 妥當性 검토시에는 경영자의 危險回避性

向(risk aversion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 其他危 險要素

비록 損害率이 과거에는 양호하였더라도 단 한번의 대형사고로 과거

수년간의 이익이 蠶食될 수 있으므로 캡티브 설립시 과거의 손해율 통계

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기존 일반보험에 가입시 실적이

나쁜 기업은 캡티브를 설립하더라도 再保險者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과거 실적이 불량한 기업은 기업 내에서의 事

故 豫防(loss prevention )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 設立對象

우리나라에서 캡티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은 業種, 保險料 規模, 純保

有能力, 損害率, 危險管理能力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는 계열기업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危險分散(spread of risk )이

잘 되어 있으며 또한 保有保險料 측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대구모 기업집단에 대한 각 계열사별 保險 加入現況, 保險

料·損害率 등의 종합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100대 고액 재산보험 가입 계약자를 중심으로 캡티브 설립 타당성을 검

토해 보기로 한다.

1) 業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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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고액 재산보험 가입자에 대한 업종별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表 Ⅵ - 1> 高額 財 産保險加入者 에 대한 業種別現況 (199 5 )

업종구분 관련회사수 업종구분 관련회사수

전 자

석 유 화 학

합 성 섬 유

화 학

철강 및 금속

자 동 차

전 기

정 유

18
13
13
12
8
6
3
3

제 지

타 이 어

중 공 업

빌 딩

가 스 저 장

시 멘 트

유 리

발 전 소

3
3
3
3
2
1
1
1

상기의 표를 통해서 볼 때 火災 또는 爆發 危險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가능한 석유화학(13개), 화학(12개), 정유(3개), 가스저장(2개) 업종에 관

련된 30개의 기업이 캡티브 설립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保險料 規 模

일본 기업의 캡티브 설립 기준과 같이 保險料 規模가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6個社에 해당된다(<表Ⅵ-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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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Ⅵ - 2> 保險 料 規模別 財産保險 契 約者數

보험료 규모 관련회사수

미화 100만달러 이하

100만달러 이상 ∼ 200만달러 미만

200만달러 이상 ∼ 300만달러 미만

300만달러 이상 ∼ 500만달러 미만

500만달러 이상 ∼ 1,000만달러 미만

1,000만달러 이상

51
24
13
6
4
2

상기 표를 통해서 볼 때 순보유보험료가 ￡500,000(6억원) 이상인 기업

은 50개 정도이나 보유율이 높을 경우 분손사고시의 부담액이 늘어날 것

이므로 보유율을 20%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캡티브 대상기업은 13개 정

도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3 ) 純保有 保險料

순보유보험료 결정시 물건별 最大推定損害額(PML), 事故發生頻度, 모

기업의 財務能力 등의 요소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반영하여 바니스터씨가 제안하고 있는

캡티브 순보유보험료가 ￡500,000이상이 가능한 기업을 추정하기로 한다.

조사대상인 100대 기업들은 모두가 대기업으로서 회사내에 安全管理

全擔機構를 두고 있으며, 소방시설물이나 위험품 관리 상태, 단위 공장간

의 공지거리 등 消防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高額契約으로 외국으로 再保險이 出再되는 물건이므로

정기적으로 국내외 보험사의 서베이어(surveyer )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

을 받고 있으므로 PLM은 30% 이내로 추정하여도 무난하리라 판단된다.

PLM 30%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最大 推定損害額 규모를 분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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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表 Ⅵ - 3 > 最大 推定損害額別 企 業分布

최대추정손해액별 구분 해당기업수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3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5000억원 이상

40
30
8
14
7

PML을 30%로 추정시 100대 기업은 전부 最大推定損害額이 500억원 이

상에 해당되므로 캡티브를 설립할 경우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再保險을 통한 危險分散이 필수적이다.

바니스터씨가 제안하고 있는 캡티브 순보유액이 ￡500,000(6억원)인 경

우 全損事故時(PML 30%) 캡티브가 자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 규모를

기업별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表 Ⅵ - 4 > 保有金額別 最大 推定損害額 分布

보 유 율

(
6억원

전체보험료
×100% )

￡ 500 ,000 (6억 원 )의 보험 료

보 유 시 최 대 추 정 손 해액 규 모

(PML 30% 기 준 )
회사 수

100% 보유해당기업

70% 보유수준기업

60% 보유수준기업

50% 보유수준기업

40% 보유수준기업

30% 보유수준기업

20% 보유수준기업

10% 보유수준기업

(최저액) (최고액)
690억 ∼ 840억

535억 ∼ 1,680억

720억 ∼ 1,260억

625억 ∼ 925억

760억 ∼ 1,600억

600억 ∼ 1,500억

400억 ∼ 960억

1,200억 ∼ 1,680억

5
4
9
9
2
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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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損害率

우리나라 주요 企業保險 종목의 과거 10년간 평균 손해율은 약 50%이

며 그중 財産保險(화재보험 포함)의 경우 과거 5년간 평균손해율이 약

44%로서 캡티브 설립시의 적정손해율 30%∼40%에 비하여는 약간 높은

편이나 100대 기업의 손해율은 危險管理水準을 감안, 평균손해율인 44%

이하로 될 수 있으므로 캡티브 설립요건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Ⅵ - 5 > 主要 種目別 損害 率 推移

(단위 : % )

연도 화재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근재보험 평 균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22.5
79.4
19.6
58.3
84.9
54.9
41.8
38.7
43.7
40.8

23.5
19.3
24.3
19.9
19.4
21.5
32.1
26.6
21.0
33.6

108.4
129.9
33.1
78.1
58.5
79.5
48.8
83.9
69.8
99.7

126.3
100.7
107.8
75.3
83.5
62.4
72.0
71.9
66.7
58.0

55.6
73.0
31.4
52.1
58.8
49.6
44.2
48.5
44.6
51.2

합계 47.8 24.6 78.4 75.6 50.0

資料 : 保險開發院, 保險統計年譜, 各年度

5 ) 危險管 理 側面

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로 사고 예방에 대

한 諸般 法規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물건

에 대하여는 國際的인 水準의 安全管理 技法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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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대형 기업들도 危險管理 水準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기업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위험관리 전담기구를 설립

하고 있으므로 중소형 기업에 비해 위험관리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

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 . 캡티브가 國內 保險社에 미치는 影響

가 . 保險者의 賣出 額 減少

기업이 原保險 캡티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수보험자의 原受保

險料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크로스보더를 허용해 준 품목

이 국내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의 캡티브로 직접 보험을 가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 원보험 캡티브의 설립이 이루어지기에 앞

서 크로스보더가 허용된 품목에 대하여는 미리 해외 요율수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요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국내 협정요율

을 인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再保險 캡티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국내 원수 보험사

는 프론팅 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크로스보더가 허

용된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대해 국내 원수보험사는 프론팅 회사로

하고 캡티브는 해외 재보험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국내

원보험사는 프론팅 계약을 통하여 원보험 증권을 발급하게 되므로 원수

보험료에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지만 재보험처리 권한이 재보험 캡티

브에 넘어가게 됨으로써 국내 보험사로서는 再保險 手數料 수입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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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며, 해외 캡티브의 신용도 및 운영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국내 프론팅회사가 보유를

하지 않고 전액 재보험을 부보한다든지 아니면 소액만 보유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프론팅 회사가 철저한 언더라이

팅을 통해 많은 부분을 보유하고 해외 캡티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캡티브 설립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가계성

보험보다는 火災保險, 財産綜合保險, 技術保險, 賠償責任保險 등의 企業

性 損害保險種目이 될 것이다.

그러나 캡티브도 그 設立 形態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전통적

인 일반 보험자에게 재보험을 의존하게 되므로 국내 보험자의 보유보험

료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 保險者의 收益 減 少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에서 해외에 캡티브를 설립할 경

우 크로스보더가 허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허

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크로

스보더가 허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외 요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국

내 보험사의 요율은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캡티브로 전환을 고

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損害率이 양호하거나 危險管理 水準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보험자들의 이익 시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기업

들이라는 점에서 국내 보험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해외 캡티브 설립에 대비하여 국내 요율수준을 해

외의 요율수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인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들

우량 기업들이 캡티브로 전환할 경우 일반 보험사들은 損害率이나 危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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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 水準에서 불량한 계약들을 많이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험자의 전반

적인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형 기업보험의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자로부터 확보해 왔던 재

보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익율 감소뿐만아니라 수수료

수입의 감소에 따라 募集費와 事業費가 일시에 증가하는 등 보험자의 비

용 구조가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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