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Ⅶ . 캡티 브 의 展望 및 國 內 保 險 市場 의 對 應策

1 . 캡티브 市場의 向後 展望

캡티브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보험시장은 景氣循環에 따라 소프트마켓(soft market )과 하드마켓

(hard market )이 교차되어 발생되고 있는데 시장의 軟性化가 지속될 경

우 보험자는 보험 구매자에게 값싼 보험료와 주문형 보험상품(T ailor

made cover )을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 구매자의 캡티브 설립의 필

요성이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하드마켓으로 전환시에는 보험 구매자가

保險擔保나, 價格上의 不利益을 타파하기 위해 自家保險 형태로 캡티브

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캡티브가 향후 발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쇠퇴할 것인지는 保險市場의 景氣循環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과거에 보험 구매자가 캡티브를 선호하게 된 주요 이유중의 하나

로는 일부 海外 國家에서 캡티브를 유치하기 위해 免稅地域을 설정하여

외국의 고액 보험계약자의 캡티브 설립을 유도했으므로 세금을 면제받는

다는 동기가 작용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租稅制度를 강화하여 자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캡티브

를 설립하여 세제 혜택을 얻을 경우 그 혜택을 본국으로 환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租稅制度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한 캡티브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향후 캡티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母企業이나 個別 物件의 引受 위주에서 벗어나 모기업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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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아닌 제3자의 물건 인수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

시장의 引受能力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80년

대에 언더라이팅 원리에 입각하기보다는 高金利下에서의 投資收益率을

도모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3자의 위험 인수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많은

캡티브사가 지급불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3자의 위험을 무

리하게 인수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대신에 캡티브간의 交換再保

險을 통하거나, 기존 캡티브들은 合倂함으로써 擔保力을 擴充하여 상호

간의 계열기업의 위험을 더욱 많이 인수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할 것으

로 예상된다.

둘째로 保險購買者가 擔保를 원하는 위험들을 包括的으로 引受하는 형

태로서의 캡티브의 발전이 예상된다. 소프트 마켓하에서 보험자는 보험

구매자가 원하는 위험을 패키지化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보험 구

매자의 니드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하드마켓이 되는 경우 보험자는 위험

도가 낮은 保險種目만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보험 구매자의 입장을 어렵

게 만드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향후 캡티브는 보험시장의 景氣循環에

따른 담보의 공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 자산 전체를 보호할 수 있

는 기업 자산보호상품(corporate asset protection program ) 개발에 치

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미국에서 순수 캡티브에 대해서는 母企業이 캡티브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 稅金控除를 排除하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도

캡티브가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캡티브는 危險金融(risk- financing )을 기본으로

하는 危險管理技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에 세제 혜택을 위해 버뮤다나 버몬트 등 海外 地域에 설립하

였던 캡티브들이 自國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국에

서의 企業 運用이 훨씬 편리할 뿐만 아니라 國內 他物件의 인수를 강화

133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째로 캡티브들은 안정된 再保險 擔保力을 確保하기 위하여 우량한

담보능력을 지닌 재보험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캡티브

에 담보력을 제공한 상당수의 재보험자들이 손해율 악화로 심각한 營業

損失을 입었거나 支給不能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캡티브들은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회수와 관련하여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보험자보다는 우량한 담보력을 지닌 재보험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로 캡티브는 하드마켓 상황에 대처하고 언더라이팅 이익을 확보

하기 위해 損害率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드마켓 하에

서 재보험자들은 사고 예방 등의 위험관리 기능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캡티브에 적정 요율로서 재보험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캡

티브는 하드마켓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언더라이팅 이익을 확보하

여 캡티브 자체의 담보력을 늘리기 위하여도 손해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危險管理 機能을 强化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로 캡티브 管理會社들의 專門化 및 大型化를 들 수 있을 것이

다. 캡티브 관리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캡티브 관

리회사들이 會計業務나 保險料 收納 등의 단순 업무에서 탈피하여 위험

관리등 보다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

및 대형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캡티브 유치 국가에서는 캡티브 經營의

不實化를 막기위해 관리상의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캡티브 관리회사들은 향후 더욱 專門化 및 大型化될 전망이다.

일곱째로 은행이나 대형 자본력을 지닌 금융기관에서 캡티브에 보험

담보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金融保險(financial insurance)이 발전

될 것이다. 현재 버뮤다에서 전통적 보험사들이 보험인수를 꺼리는 環境

汚染이나 特殊賠償責任保險 분야에 대해 보험 구매자에게 담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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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금융보험 및 재보험시장(financial insurance/ reinsurance

market )이 발전되고 있다. 또한,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派生

商品 등을 개발하여 自然災害危險 등 재보험자의 담보력이 부족한 위험

에 대하여 담보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금융자본들은 담보력이 적

은 캡티브들에게 母企業이 필요로 하는 環境汚染 등의 위험인수도 가능

하게 할 것이므로 캡티브의 성장을 도모하게 될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많

다. 즉, 세제당국에서 이러한 비전통적 신생 상품에 대하여 기존 금융상

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제와 동일 수준의 세제를 허용할 것인가가 불확

실하며, 또한 특수 금융상품 제공자의 담보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도 많

이 있다. 즉, 公害나 自然災害 등 특수 위험은 사고 발생시 예상키 어려

운 대형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보험 가입자들이 保

險金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자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保險擔保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캡티브를 설립한 배경을 감안할 때 향후 이러

한 代替金融商品들이 보험 계약자의 니드를 충족하는 한 계속적으로 발

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 캡티브 設立에 따른 對應策

캡티브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상당한 형태로 발전되

었으며 ' 95년 기준으로 약 3,000여개의 세계 주요 기업들이 캡티브를 설

립하였으며 年間保險料 規模도 200억달러로서 先進國 企業物件 市場의

약 3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캡티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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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후에 캡티브 설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캡티브 설립에 대해 과거에 否定的으로 대처하던

일반 보험자들도 최근에는 캡티브를 설립하려는 기업과의 상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보험자들이 대형 기업의 캡티브 설립을 방관하는 경우

캡티브 설립의 전문 노하우(know - how )를 소유한 보험 브로커들이 캡티

브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즉, 日本의 대형 원보험사도 내부적으로 기업의 캡티브 설립을 자문하

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폴에 캡티브 管理會社인 子會

社를 설립하여 대형기업의 캡티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체제를 구축하

고 있다.

한편 英國의 원보험자인 제너럴 엑시던트(General Accident )사와 로얄

인슈어런스(Royal Insurance)사는 고객의 캡티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캡티브 지원 부서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커머셜 유니온(Commercial

Union )사는 계약자의 캡티브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自體 危險管理 機構

를 설립하여 고객의 니드에 부합하는 危險管理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자의 캡티브 설립에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험자들도 保險市場 自由化·開放化에 따른 대형

계약자의 캡티브 설립에 대한 니드를 충족해 줌으로써 보험자와 계약자

간의 상호 파트너 관계에 의한 동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 원보험자들은 외국의 대형 브로커들 수준으로 危險管理 技術力과

캡티브 설립에 대한 危險財務(risk- financing )技法을 培養하여 국내 계약

자의 캡티브 설립 자문 및 관리회사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보험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버뮤다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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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캡티브를 설립한 유공 과 같은 대형 계약자들의 국내 보험시장 이

탈은 더욱 加速化될 것이다.

3 . 캡티브 設立에 따른 政策方向

가 . 法規 側面

保險市場 自由化에 따라 캡티브 설립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전담하기 위

해 외국의 유수한 브로커와 컨설팅사들이 국내 시장으로의 진출이 예상

되며 이에 따라 국내 대형기업들이 외국의 免稅地域(tax heaven )에의 캡

티브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캡티브에 대한 租稅制

度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외국 진출에 대한 방어적인 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非課稅 地域의 稅金規程(T ax Heaven T ax Regulation )

을 1992년에 개정하여 일본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 외국에 진

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즉, 25% 이하의 法人稅를 부과하는

캡티브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대하여는 캡티브 모기업(일본 소재)

의 이익금에 외국 캡티브 지역에서 받은 配當金을 합산하여 일본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한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도 외국 캡티브 지역의

세금 부과율이 본국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경우 해당 캡티브에 세금차

액(withholding tax )을 부과하는 등 자국기업의 外國 免稅地域으로의 진

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대형기업의 캡티브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도되

기 전에 캡티브와 관련된 租稅制度를 整備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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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외국 캡티브 진출에 대응하

여야 할 것이다.

나 . 開發 側面

대형 기업들의 캡티브 설립이 늘어나는 것은 캡티브 설립을 부추기는

브로커나 컨설팅 회사들의 영향도 있으나, 그보다도 캡티브를 유치하여

지역의 經濟的 發展을 도모하겠다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종 法令이나 稅制를 외국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개편

하여 외국 기업을 자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적인 유치 전략을 행사하

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버뮤다(Bermuda)는 외국 기업을 유치

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지점망을 소유한 대형 은행들은 진출시켜 이곳에

캡티브를 설립한 기업들의 送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資本

이나 利益金의 국외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이나 회계관련 컨설팅 서

비스 기관들과 캡티브 전담 관리회사들을 설립하여 캡티브에게 經濟的이

고 效率的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1,300여개의 기업

들이 캡티브를 설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폴도 일본이나 호주 등 地域的으로 近接한 국가들의 대형 기

업들을 캡티브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특별 할인세율인 10%

를 부과(자국 기업에 대하여는 25% 법인세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의 캡티브 유치 및 국내 기업의 외국 지

역 진출을 막기 위하여 국내에 캡티브 지역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政府 特別 支援對策을 수립하여 稅制 및 金融 등

의 인프라를 構築하는 방안을 國益 次元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또한 우리나라의 WT O 가입 및 OECD 진출에 따라 국내 기업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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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진출을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캡티브 설립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캡티브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된

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의 캡티브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地

域經濟의 活性化를 도모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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