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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보험 대상이 되는 사업 자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업장, 기계, 차량, 컴퓨터 장비 등을 기재합니다. 대부분 교체 비용, 잠재적인 이익 손실 및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귀중한 사업 자산이 종종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곤 합니다. 핵심 직원의 사망 또는 질병(중환자 포함), 즉 사업과 사업 소득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예방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나 적습니다. 

  

사업 내 핵심 인물 식별 

핵심 인물이란 사망이나 심각한 질병, 또는 장기간의 장애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 때,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핵심 직원의 수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명, 보통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핵심 인물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가? 

• 해당 직원의 부재가 사업 계획, 진행중인 판매 또는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해당 직원의 부재로 인해 고객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면 핵심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사원 

이 직무의 경우, 해당 직원이 없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더욱 어려워지며, 기존 고객이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과 개발 전문가 / 기술 전문가 

이 직무의 경우, 해당 직원이 없으면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이 느려지거나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관리자 (일반적으로 사업주) 

이 직무의 경우, 해당 직원이 없으면 사업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직원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

다. 

 

핵심 인물 보험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핵심 인물의 사망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사업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재정적 압박이 있을 때에도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인물의 생명 

보험, 중환자 보험, 소득 보장 보험 또는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 재정 지원(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정책은 고용주가 소유하

고 지불하는 것이므로 보험 수당 역시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보상합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한가는 보호 대상자, 기간, 우선 순위 및 재정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히 필요한 보상금액은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인물의 재정적 가치를 산정하는 단일 계산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 보험 

정책 하에서 산정되는 보상 금액은 해당 인물 손실로 인해 초래된 손해를 이익을 대체하고, 사업체가 필요한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며, 잠정적으로 발생

할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3HR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과세 

과세에 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안은 없지만, 1994년 당시 재무 장관이었던 John Anderson이 관련 적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은 "앤더

슨 규칙(Anderson Rules)"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회사가 직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요 직원의 손실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보험 정책이 연간 또는 단기(일반

적으로 5 년 이하)일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세금 감면이 허용된 경우, 지방 세무 검사

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보험 수당)은 사업의 거래 내역으로 여겨져 과세 대상이 될 것입

니다.  

 

If you need help with any of the issues raised in this newslet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your usual 3HR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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