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論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은 1962년 韓國自動車保險公營社가 설립된 이래로 본

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 그러나 그 동안 자동차대수의 증가, 특히 자가용자

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自動車保險의 成長과 함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도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 자동차보험 시장은 손해보험 시장의

약 50%(수입보험료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에 대한 社會的 認知

度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내적인 성장 및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은 開放化 및 價格自

由化라는 외부 경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이 自動車保險 市場의 양적성장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合理的이고도 適正한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비록 최근에 많은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이 있었으나 關聯制度의 調

査 및 硏究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즉, 현행 自動車保險의 料率分類體系가 합리적으로 분류된 것인가, 요율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變數의 選擇과 等級間 區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料率水

準은 적정한 것인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 與

否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料率分類體系는 保險加入者들을 그들이 가진 特性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

으로 분류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계

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간에 요율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룹간의 平均

費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 이러한 料率分類體系는 事前的인 分類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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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事後的인 分類體系로 구분될 수 있다 . 事前的인 分類體系는 차량운행지역,

운전자의 성별·연령·결혼여부등과 같이 損害實績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만에 기초하여 분류한 것이다 . 이에 반해 事後的인 分類體系

는 사전적인 요율분류체계하에서 결정된 보험료의 수준을 피보험자들의 손해실

적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經驗料率體系와 割引·割增制

度등이 해당된다 .

各國은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적인 분류방법과 사후적인 분류방법

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도 양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한 檢證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합리적인 요

율분류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各 料率分類要素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사고자료를 기초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保險料의 公正性(보험가입자간

공정한 보험료의 차별) 및 收支相等의 原則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 또한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이러한 保險數理·統計的인 合理性이외에도 制度施行

의 容易性, 法律的인 側面의 考慮, 社會·公共性의 側面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料率分類體系

의 適正性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保險 統計的인 側面 즉,

사고자료에 기초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의 공정성, 선택된 변수 및 등급간 위

험도의 적정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을

평가해보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

1) 이창수, 강중철, 자동차보험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 보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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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變遷過程과 現況 및 問題點에

대해 살펴본 후에 제Ⅲ장에서는 主要國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現況을 고찰

하여 比較·分析하였다 . 제Ⅳ장에서는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실적을 기초로

하여 現行 料率水準의 適正性 與否를 분석하였고, 料率分類體系의 分析을 통해

料率體系 最適模型의 導出과 더불어 이에 대한 綜合評價를 시도하였다 . 마지막

으로 제Ⅴ장에서는 本 報告書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要約·結論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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