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自動車保險 料率體系 現況

1. 自動車保險 市場 槪況

가 . 市場與件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開放化, 自由化라는 큰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 . 국내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로는

價格自由化를 들 수 있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가격제도는 정부 및

감독당국에 의하여 事前審議가 이루어지는 協定料率制로 운영되어, 보험사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동일한 요율서에 의하여 危險分類 構造(ta riff st ruc ture ),

料率水準 및 引受基準(und e rw rit ing c rite ria )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協定料率制度下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政府는 94년에 「損害保險料率管理規程

( 94 .2 .15)」을 제정하여 損害保險 價格自由化의 段階的 施行日程과 段階別 範

圍料率 및 自由料率 運營方法을 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

自動車保險도 다른 보험종목과 마찬가지로 3단계에 걸쳐 價格自由化를 시행

하기로 함에 따라, 94년 4월에 가격자유화 1단계 조치로서 割引·割增率에 대

한 範圍料率을 도입하였다(<표 2-1> 참조) . 또한, 2단계 가격자유화 조치로서

95년 8월에 개별적용율(보험가입경력요율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 대한

범위요율을 시행하였으며, 3단계인 基本保險料에 대한 범위요율 제도가 96년

8월에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 .

2) 제1단계 가격자유화 조치로서 시행되던 개별계약자 할인·할증율에 대한 범위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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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시행 내용 및 실시시기

제 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할인·할증율 개별적용율 기본보험료

개별계약 : ± 10%(p )

단체계약 : ±20%(p )

가입자특성요율 :

±10%(p )

개인용 : ±3%

업무용 : ±5%

영업용 : ± 10%
'94 .4 '95 .8 '96 .8

이러한 價格自由化는 새로운 市場競爭秩序를 만들어 保險會社의 營業形態와

市場構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이 자

유요율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이 가지는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서 保險

利用可能性(a va ila b ility)과 保險購入可能性(a ffo rd a b ility)에 대한 감독당국의 요

율규제가 일정수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自動車保

險 料率은 회사별 실적에 근거한 價格差別化가 상당히 진전되어 가격경쟁이 점

차로 심화될 것이며, 이에 수반한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

예상된다3) . 특히, 95년 8월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에 따른 損害率의 好轉4)에 따

라 대형사를 중심으로 무료견인 등의 자동차관련 부대서비스나 무사고자 대출

이자율 할인 등의 금융혜택 등을 지급하는 등 보험회사간의 경쟁은 점차 심화

되고있다 . 自動車保險에 대해서 料率規制를 심하게 하고 있는 美國의 경우에도

은 96년 8월에 시행된 제3단계 가격자유화 조치에 의해 폐지되었다.
3) 최용석,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1996.4., p 5 1.
4) 95년 8월에 각 차종별 손해율 실적에 근거한 보험료 조정, 보험가입경력요율 등의

요율체계 개편,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등과 같은 제도개선에 의하여 보

험회사의 손해율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96년 12월말 손해율이 73.5%로 예정

손해율(72.5%)에 많이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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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보험료 수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5) .

나 . 市場現況

1) 自動車 收入保險料 推移

損害保險市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自動車保險의 收入保險料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대수 증가율 보다 약간 높은 연평균 2 1.3%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95 사업년도에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4조 9천억원

을 시현하였다 .

이를 用途別로 살펴보면 自家用은 연평균 23.5%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4조

4천억원을 시현하였다 . 營業用의 경우는 保有臺數 增加率 鈍化와 共濟組合과의

競爭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자가용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에 훨씬 못미

치는 6 .5%를 시현하였고 수입보험료 규모도 4천억원에 불과하여 自動車保險

全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9 1년 15%→ 95년 10%) .

〈표 2-2〉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 1 FY 92 FY 93 FY 94 FY 95 연평균증가율

자가용

영업용

19, 109

3,442

23, 135

3,9 10

28,303

4,008

35,539

4,159

44,409

4,426

23.5%

6 .5%
계 22,58 1 27,082 32,358 39,75 1 48,886 2 1.3%

주 : 계에는 취급업자 및 모터바이크 종합보험 수입보험료를 포함하였음 .
자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95사업년도)」, 1996 .

5) 사전인가와 같은 엄격한 요율규제제도에 의하여 요율의 조정을 허용하는 미국의 자

동차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별로 상당한 보험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회사

별 적용보험료 차이의 실례는 보험개발원 조사연구자료 No. 47 「세계 주요국의 자

동차보험(미국, 일본편)」 p 95∼10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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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自動車保險 成長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이

다 .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이에 따른 國民所得의 增加는 자가운전자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와 자동차보유대수가 연간 100만대 이상 증가해 자동차보험 시장

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自動車保有臺數 增加率이 최근 들어 점차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다만 任

意(綜合)保險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대인배상Ⅱ 기준)이 전체 차량의 20%선임

을 감안하면 自動車保險市場의 成長 潛在力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표 2-3〉 자동차대수 및 임의보험 부보율 추이

(단위 : 천대)

구 분 92.3 93 .3 94 .3 95 .3 96 .3
연평균

증가율

자동차대수 4,228 5,2 13 6,254 7,383 8,443 18.9%

전년대비

증가율
- 23 .3% 20.0% 18.1% 14 .4% -

임의보험

부보율
76 .7% 76 .5% 78.5% 78.5% 78.3% -

주 : 자동차대수는 해당년도말 건설교통부 등록대수로 이륜차 및 트레일러 제외
대수 기준이며, 임의보험 부보율은 대인배상Ⅱ 기준임 .

자료 : 보험개발원

2) 自動車保險金 및 事業費 推移

사고발생율과 피해자의 소득수준, 치료비, 정비공임, 부품대 등의 保險原價

에 의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는 保險金은 94 사업년도에 비해 自家用이 6 .6%의

증가율을 보였다 . 營業用의 경우에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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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증가하여 95 사업년도에 약 3조 5천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표 2-4> 참조) .

〈표 2-4〉 자동차보험 보험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 1 FY 92 FY 93 FY 94 FY 95
연평균

증가율

자가용

영업용

14,228

3,943

18,8 18

4,094

26,585

4,2 18

29,088

3,946

3 1,0 16

3,888

2 1.5%

△0.4%

계 18,267 23,020 3 1,466 33,233 35,050 17.7%

주 : 계에는 보장사업, 취급업자 및 모터바이크 종합보험을 포함하였음 .
자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95사업년도)」, 1996 .

保險金 支給 規模는 事故發生 頻度와 被害規模에 의해 좌우되는데 교통사고

건수는 자동차대수 증가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근래의 지속

적인 交通事故 줄이기 運動, 飮酒運轉 團束 및 運轉者의 交通安全 意識의 고취

로 절대건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율은 〈표 2-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2-5 : 사고발생율 추이〉

(단위 : 천대, 천건)

구 분 9 1 92 93 94 95

자동차대수

사고건수

사고발생율

4,228

266

7.0%

5,2 13

257

5 .4%

6,254

26 1

4 .6%

7,383

266

3.9%

7,937

249

3.1%
주 : 1. 자동차대수는 해당년도말 건설교통부 등록대수로 이륜차 및 트레일러 제

외대수이고 사고건수는 인사사고 기준임 .
2 . 사고발생율 = 사고건수/ {(전년도말+당년도말 자동차대수)/ 2}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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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先進 外國의 교통사고율과 비교하여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

으로 美國, 日本에 비해서는 2∼3배이며,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에 비해서는 6

∼8배에 달하고 있다(<표 2-6> 참조) .

〈표 2-6〉 교통사고 국제비교

(단위 : 천대, 천건)

구 분 한국(95) 일본(94) 프랑스(92) 스웨덴(94) 이태리(93) 미국(9 1)

자동차대수

사고건수

사고율(%)

7,937

249

3.14

67,882

729

1.07

28,870

143

0.50

3,9 12

16

0.4 1

35,000

153

0 .44

190,362

2,229

1.20

자료 : 「In te rn a t io na l Ro a d Sa fe ty - PRI」, PRI, 1995 .

保險金 規模를 決定하는 또 다른 요소인 自動車保險 關聯原價는 〈표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원가의 상승율이 매년 消費者物價 上昇率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事故發生頻度의 감소가 이를 상쇄하고 있

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표 2-7〉 보험원가 추이

구 분 9 1 92 93 94 95

보험원가 100 112 120 132 163

소비자물가 100 106 111 118 124

주 : 9 1년을 100으로 한 지수임 .
자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95 사업년도)」, 1996 .

또한 保險料 增加 推移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보험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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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업 제경비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保險料 對比 事業費인 事業費率은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1%∼23% 수준으로 안정되게 나타나고 있다 .

즉, 實績事業費가 豫定事業費(豫定事業費率 25 .4% : 95년 기준)보다 적게 지출

되어 自動車保險의 事業費 支出側面의 合理性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95 사

업년도의 사업비율은 과거에 비하여 예정사업비율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에 따라 모집조직의 확대, 계약자 서비스 향상등

자기회사계약의 확보에 노력하는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증가에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6) . 특히, 外國의 事業費率과 비교하여 보면 美國이나 日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사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높은 사고발생율등 어려운 영업

환경속에서도 사업비면에서 國內 損害保險會社들의 經營合理化가 밀도있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7)

〈표 2-8〉 사업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 1 FY 92 FY 93 FY 94 FY 95

사업비 5, 139 5,946 6,908 8,488 11,404

사업비율 22.4% 2 1.7% 2 1.4% 2 1.4% 23.4%

주 : 사업비는 순사업비임 .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각호 .

6) 보험개발원, 「FY '95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자동차보험)」, 1996, p 35.
7) 미국의 사업비율은 32.9 %, 일본의 사업비율은 37.9 %로서 우리나라 보다 10%(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조사연구자료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95사업년도)」 p 16을 참고하기 바란다.

- 10 -



3) 自動車保險 損害率, 營業收支 및 支給準備金

自動車保險의 損害率은 89 .7월 이후 두·세차례의 自動車保險 制度改善과

9 1.8 .20 부분적인 料率調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어 93년 103 .6%를 정점

으로 94년의 경우 90.4%로 보험료중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비율인 예정손

해율 72.8%에 비해 17.6%(p )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95 .8월 制度改善 및 保險

料 調整에 힘입어 自動車保險 損害率은 큰 폭으로 개선되어 95 사업년도에는

78.5%의 손해율을 시현하여 豫定損害率(72 .6%)에 상당히 근접하였다 .

〈표 2-9〉 손해율 추이

구 분 FY 9 1 FY 92 FY 93 FY 94 FY 95

실적손해율(A) 88.9% 88.7% 103.6% 90.4% 78.5%

예정손해율(B) 73.3% 73.1% 72.8% 72.8% 72.6%

차 이(A B) 15 .6% 15 .6% 30.8% 17.6% 5 .9%

주 : 예정손해율이란 보험료중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차
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자료 : 보험개발원

과거 손해율의 지속적 증가 추이는 비록 전체 事故發生率이 減少하는 趨勢

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소득 및 물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自動車保險 支給 關聯

原價인 喪失收益額, 治療費, 修理工賃등이 큰 폭으로 상승됨에 기인하며 또한

保險料가 시의적절하게 조정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保險經營의 正常化를 도모하고 自動車保險 種目, 擔保危險, 車種間의

料率 不均衡을 해소하여 保險加入者의 保險料 負擔 衡平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損害率이 급격히 개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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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自動車保險의 營業收支는 損害率등 영업환경의 악화에 따라 계속 적자

를 시현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 市場規模의 擴大에 따라 그 폭도 더욱 증가하

는 추세에 있었다 . 그러나 94년부터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여 95년에는 95 .8

월 제도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營業赤字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10> 참조) .

〈표 2-10〉 영업수지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 1 92 93 94 95
영업수지 △2,885 △3, 159 △8,063 △5,240 △2,240

당기순이익 △95 △ 1,506 △ 1,8 14 △99 1 1,327
주 : 1. 영업수지=경과보험료-손해액-사업비

2 . 영업수지는 자동차보험 기준이며, 당기순이익은 손해보험 전체종목 기준임 .
3 . 보험회사 결산자료 기준임 .

自動車保險 全體로 支給準備金 積立狀態를 표시하는 準備金積立率(支給準備

金/經過保險料)는 92년까지 매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93년부터 크게 상승하

였다 . 이는 93년부터 平均支給保險金方式(Ave ra g e Pa ym e nt Me tho d )에 의

한 지급준비금 적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고의 지급준비금 부족액을 일

시에 적립하였기 때문이다 . 94년 이후에는 일시 적립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

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인 적립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1〉 지급준비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 1 92 93 94 95
경과보험료 20,537 25,96 1 30,374 36,755 44,667
지급준비금 7,64 1 8,425 13,65 1 16,025 18,909

적립율 37.2% 32 .5% 44 .9% 43.6% 42 .3%
자료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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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料率體系 意義 및 變遷過程

가 . 料率體系의 意義 및 構成方法

料率體系란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는 危險集團의 基本保險料(자동차보험의

경우 차종)를 토대로 이 집단에 속하는 保險加入者들이 지니고 있는 危險 特性

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分類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差別的

인 料率을 부과하는 分類體系를 말한다 . 料率에 차이를 두게 되는 理由는 분류

된 그룹간에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費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의 근본적인 차이점중의 하나는 손해보험의 경우 契約

期間이 대부분 短期間이라는 점이다 . 따라서 손해보험의 料率算定에서는 생명

보험의 경우와 달리 손해발생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損

害件數(c la im fre q ue nc y)와 그로 인한 損害額(c la im se ve rity)이 주요 변수가

된다 . 損害保險의 料率算定은 이 두 손해변수 및 기타 관련된 변수들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料率算定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세히 검토하여야 할 부분은 資料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것이며, 料率算定을 위한 資料分析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분석에 사용될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다 . g a rb a g e in , g a rb a g e

o ut"이 의미하듯 信賴性이 떨어지는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좋고 적절한

分析方法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

資料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料率算定過程은 料率變數의 設

定, 料率等級의 決定, 保險料의 相對度 推定이라는 세가지 절차로 이루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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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단계는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는 위험집단을 비교적 同質的인 그룹

으로 分類하는 料率分類體系의 決定過程이다 . 요율분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는 먼저 관련변수들을 선택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관적인 판단에 따

라 損害件數나 損害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變數들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주운전자의 성별·연령, 차량의 용도, 연간주행거리,

차종, 차령, 운전자의 주거지역, 배기량 등의 변수가 고려될 수 있겠다 . 직관적

으로 선택된 후보변수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관련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統

計的 變數選擇 技法들이 사용될 수 있다 .

關聯變數들이 선택되고 나면 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자동차보

험에서 주운전자의 나이가 關聯變數로 선택되었다면 이 變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等級을 결정할 수 있다 . 극단적으로 각 나이별로 별도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 25세 미만과 25세 이상 두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다

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 等級決定의 本來 目的은 위험을 동질적인 그룹

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公正한 保險料를 부과한다는 것이나 결정된 등급이

순보험료를 추정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계약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결정된 等級의 數는

적정하여야 한다 . 즉, 等級體系를 지나치게 細分化하는 경우는 요율체계를 복잡

하게 하여 적용상의 혼란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지나치게 단순화된 등급

체계는 요율분류의 의미를 감소시켜 逆選擇을 발생케하거나 가입자를 감소시키

는 문제를 야기한다8) .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群集分析(c luste r a na lysis) 등

의 統計的인 技法이 사용될 수 있다 .

8) 홍순구 & 정홍주, 「보험경제론」, 보험연수원, 1996.6,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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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率變數가 선택되고 各 料率變數가 料率等級으로 나누어져 요율구조가 결

정되면 各各의 위험그룹에 대한 보험료의 상대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 또한, 등

급별 보험료 상대도 추정을 위해서는 소액의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각종

공제(d e d uc t ib le ) 制度나 限度額 이상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有限保險 등의 경

우와 같은 補償範圍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는 損害額 分布등을 이용하여야 한

다 .

나 . 自動車保險 料率水準의 變化 推移

保險料는 保險料 收入과 保險金 支出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收支相等

의 原則에 입각하여 산출·조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

우에는 保險金 支給原價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 料率의 引上要因이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物價에 미치는 影響, 消費者의 反撥, 政治的인 背景 등을 이유로

보험료가 시의적절하게 조정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消費者物價 및 保險關聯原價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保險料調整은 9 1년 8월에 이루어진 후

4년만인 95년 8월에 이루어졌다9) . 즉, 制度改善을 제외한 직접적인 보험료 조

정은 9 1년 이후 한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9 1년에 비해 消費者物價는

24%, 保險原價는 63% 상승하여 보험료 수준이 원가상승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

9) 95년 8월 이전에는 가격자유화 조치 실시,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함에 따라 직접적인 보험료 조정보다는 간접적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하

였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공공성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직접적인 보험료 조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한 조

치로서 취해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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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에도 自動車保險이 一般 大衆性 保險이기 때문

에 보험료 조정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현

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保險料 算出의 基本原則인 收支相等의 原則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물론 보험회사도 방만한 사업경영이나 보험인

수 및 손해조사에 있어서 保險料나 保險金이 漏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

대한의 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전적인 자구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표 2-12〉 자동차보험료 및 보험원가지수 추이

구 분 9 1 92 93 94 95

보험료 100 100 100 100 109 .4

소비자물가 100 106 111 118 124

보험원가 100 112 120 132 163

주 : 지수는 9 1년을 100으로 한 것임 .
자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95 사업년도)」, 한국은행 「조사통

계월보」 각호 .

다 . 自動車保險 料率體系 變遷過程

1) 多元化 以前의 時期( 83년 이전)

우리나라 自動車保險의 효시는 1924년 당시 일본인 상사인 삼정물산의 경성

지점이 東京海上火災保險(株)의 대리점 자격으로 자동차보험의 판매를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1937년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현 동양화재해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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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하였다 . 그러나 영업실적은 거의 없

었으며 이후 단일 보험회사 체계, 손해보험회사들의 다원화 체계, 한국자동차보

험 공영사 등을 거쳐 1968 .10 .30일에 韓國自動車保險(株)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자동차보험 영업이 시작되었다 .

우리나라 최초의 自動車保險은 韓美行政協定(SO FA)에 따라 1962.12 .3 1일에

신설된 외화표시 자동차보험으로서 요율은 美國의 ISO (Insura nc e Se rvic e s

O ffic e ) 標準料率書를 참고로 하여 사용된 것으로 요율체계도 미국의 요율체계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이 1963년에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責任保險이 신설되었다 10) .

현재 판매되고 있는 自動車保險 商品의 근간이 되는 綜合保險은 1977.5 .1일

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초 개발 당시에는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 1천만원)

및 차량손해담보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손사고담보는 포함되지 않았다11) . 대물

배상 및 차량손해는 無控除制度(O rd ina ry Fra nc hise )를 채택하여 1사고당 일정

액 이하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았다 . 運轉者保險 또한 이 때에 도입되었으며 추

후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 신설( 1977.9 .17)되었다 .

당시 綜合保險의 料率體系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용도 12) , 차량의

승차정원·적재정량 등에 의한 차종 13)으로 기본보험료가 결정되었으며, 여기에

10) 이때의 책임보험 법정 보험가입금액은 사망 최고 10만원∼최저 3만원, 부상 최고 7

만원∼최저 5천원이었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담보는 없었다.
11) 자손사고담보는 1979.1.1 종합보험과는 별도의 상품으로 개발·판매가 진행되다가

1984.9.19부터 현재의 상품체계와 같이 자동차보험(구 종합보험)의 기본담보종목으

로 흡수·통합되었다.
12) 차량의 용도에 따라 자가용, 관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관용 차종의 보험료는

자가용 동종 차종 보험료의 50%를 적용하였다.
13) 영업용의 경우에는 13개 차종으로 구분되었으며, 자가용(관용)의 경우에는 7개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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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요율,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요율14) 및 전담보할인(5% 할인)

등에 의하여 적용보험료가 결정되었다 . 割引·割增率은 자동차대수가 10대 미

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個別割引·割增과 자동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적

용하는 團體割引·割增으로 구분·적용되었다 . 개별할인·할증은 담보종목별로

評價對象期間中의 事故有無 및 事故件數에 따른 등급에 따라 적용율( 1급 6

0%∼29급 200%)이 결정되었으며 단체할인·할증은 담보종목별 구분없이 평가

대상기간중의 損害率 實績에 따른 등급에 따라 적용율( 1급 60%∼29급 200%)

이 결정되었다 15) .

이외에도 이 기간중에 3차례의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 197 1.6 .22, 1975 .

5 .14, 1980.8 .1)가 이루어졌으며,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運轉者限定特約料

率이 新設( 198 1.1.1)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

2) 多元化 以後의 時期( 1983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는 자동차대수의 증가 및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을 가져와

自動車保險의 獨占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으며 獨占經營體制를 自由競爭體制

로 전환하여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일한 경영자세를 탈피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론이 가시화되었다 . 이

에 따라 1983년 3월에 自動車保險 正常化 對策의 일환으로 10개 손해보험회사

으로 구분되었다.
14) 특별할증요율은 최초에 불량할증제도로 도입되었다가 1979.8.1에 폐지된 후 다시

1981.1.에 부활되었는데 이 때의 최고 할증율은 40 %이었다.
15) 최고 할인율의 경우 1979.8.1에 20 %로 축소되었다가 1981.1.1에 다시 최고 할인율을

40 %로 확대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할인·할증 적용방법을 1983.9.30에 단

체 할인·할증제도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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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동차보험의 판매를 허가함으로써 自動車保險의 多元化 16)가 이루어져 본격

적인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

1983년 자가운전자에 대해 保險料率體系를 車輛中心에서 運轉者中心 料率體

系로 전환하는 자가운전자동차 종합보험에 이어 自動車保險의 運轉者 中心料率

體系으로의 점진적 확대시행 조치의 일환으로 운전자가 所有者 또는 關係法令

에 따라 신고한 代理運轉者로 한정되어 있는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로 구성된

個人免許 事業用自動車 綜合保險의 新設을 가져왔다 .

自動車保險의 基本商品 構造는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責任保險과 계약

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綜合保險으로 구분되고, 종합보험은 가입자의 소유

차량 및 운전자의 범위제한 등 위험도 특성에 따라 自動車綜合保險과 自家運轉

自動車 綜合保險 및 個人免許 事業用自動車 綜合保險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에 따라 自動車의 使用 用途別 商品體系의 改

編이 요구되었고, 運轉者 中心料率制의 전면적 확대시행이 필요하게 되어 1989

년 7월 종합보험의 상품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 즉, 自動車의 使用用途 및 所

有形態에 따라 종합보험 상품체계를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에서 個人用自動車綜合保險, 業務用自動車綜合保

險, 營業用自動車綜合保險으로 개편되었다 . 한편, 運轉者 中心料率制의 확대시

행의 마지막 단계로 자가운전·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에 한정하여 적용

하던 보험계약자의 나이, 성별, 결혼여부 등을 모든 종합보험 요율체계에 도입

16) 최초의 다원화 조치에서는 책임보험은 제외되었으나 1983년 12월에 한국자동차보

험(주)에 일반 손해보험종목의 취급을 허용함과 동시에 나머지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의 영위를 허용함으로써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

종목에 대해 11개 보험회사가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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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더불어 事故件數에 따라 等級別로 적용하던 無事故割引·事故割增制度

를 事故內容 및 事故原因에 따른 事故記錄 點數制로의 변경과 무사고 할인폭의

확대(40%→50%) 및 사고 할증폭을 축소(200%→120%)가 이루어졌다 . 自動車保

險 加入一元化의 토대가 되는 보험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책

임보험과 통일하였다 . 또한 保險加入經歷料率을 도입하여 경력이 낮은 가입자

에게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하므로써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補助運轉者 性向料率制度는 요율인상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폐지되었고, 최고 50% 범위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任

意割增料率도 일부 보험가입자의 임의할증부과 17)에 따른 민원제기로 폐지되었

다 .

동일한 자동차보험임에도 責任保險과 綜合保險이 각각 별도로 가입함에 따

른 契約者의 不便 및 保險料 二重 負擔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責任保

險과 綜合保險의 加入一元化를 1992년 8월에 시행하였다 . 즉, 책임보험 보험기

간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과의 연계적용을 폐지하고 종합보험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일치하였으며, 기타 약관 및 보험금 지급기준을 종합보험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

이 加入一元化는 强制規程이 아닌 자율적인 규정으로 급격한 제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일원화 가입율이 높은 수준에 달해 시행 1년만에 自動車保險 商品單

一化로 이어졌다 . 責任保險과 綜合保險을 별도로 가입하던 상품체계를 하나의

17) 불량물건(특정물건, 인수거절물건)에 대한 임의할증(특별할증)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민원, 보험회사간의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에는 자동차

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한하여 50 % 범위내에서 특별할증

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의 변경과정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 연

구보고서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1995.2, p 94를 참조하기 바란다.

- 20 -



증권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994년 8월에 기본 상품의 구성이

가입대상에 따라 개인용·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單一 商品體系로 변경되

었다 .

이러한 많은 자동차보험의 制度改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낳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 따라서 그 동안의 交通環境, 社會環境의

變化에 따른 위험실태의 변동을 반영하고 價格自由化 조치의 원활한 수행과 다

양한 消費者 니-드(ne e d )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995년 8월에 대폭적인 料

率體系의 變更 및 새로운 料率區分要素가 도입되었다 .

運轉者性向料率制度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 상품체계로 변경됨과 아울

러 요율수준에 대해서도 최근의 위험도가 반영되어 재조정되었으며 기존의

기·미혼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폐지되었고 保險加入經歷料率이 보험종목별 특

성에 따라 재조정되었다 . 또한 전체 보유대수의 6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동

일한 요율을 적용하던 個人用 및 業務用 乘用車에 대하여 排氣量에 따른 보험

료의 차별화가 도입되었으며, 事故發生의 蓋然性이 높은 交通法規違反者에 대

해 안전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험료 차별화 18)도 도입되었다 . 이외에도

安全裝置 附着車輛에 대한 保險料 割引 19) , 自動車保險契約 自動更新特約의 신

설등 많은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기본적 보상을 위한 일정 수준의 賠

償責任保險의 强制性은 인정되나 그 보험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

18) 96년 8월 제도개선으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관련법률의 개정공포일 이후의 법규위반실적을 토대로

개정공포일 익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19) 자기신체사고 담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운전석에 에어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10 %할인, 앞좌석 모두 에어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20 %의 할인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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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率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20)이 있어 강제보험인

責任保險(대인배상Ⅰ)에 대하여도 96년 8월부터 諸割引·割增制度를 도입하였

다 .

우리나라 요율분류체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車輛 中心의 料

率에서 運轉者 中心의 料率로 바뀌어 왔으며 성별·연령·결혼여부 등의 事前

的인 料率分類要素의 사용에서 점차 계약자의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등의 事

後的인 料率分類要素의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 등의 변수들은 보험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外生的 變數인 반면 보험계약자의 사고상황 또는 법규위반상황 등은 보험계약

자가 통제할 수 있는 內生的 變數이기 때문이다 . 自動車保險의 料率體系에 관

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성별·결혼여부 등의 요소들은 크게 중

요하지 않으며 운전경력과 사고경력은 요율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1) . 포그(Fo rg ue )에 따르면 消費者들은 損害額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料率變數들의 사용에는 긍정적인 반

면 損害額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으며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성별·기미혼여부

등의 料率變數를 사용하는데에는 매우 부정적이라 말한다22) .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향후 料率分類體系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事後的인 料率變數

20) 이경룡,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당면과제와 개선대책」, 보험조사월보,

1992.4, p 31.
2 1) 이경룡,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당면과제와 개선대책」, 보험조사월보,

1992.4, p 25.
22) Raymond E. Forgue, "Consumer opinions of automobile insurance classifications, pricing

practices and proposed reforms", Journal of Insurnace Regulation, Vol 1. No 3. 1983,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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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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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自動車保險 料率體系 現況

가 . 槪要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은 1994년 이전에는 엄격한 事前認可 制度下의 協定

料率體系였으나 1994년 이후 自動車保險의 段階別 價格自由化 實施로 각사가

나름대로 다른 가격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自動車保險 料率의 完

全 自由化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계별 가격자유화는 기존의 協

定料率體系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 단계별 가격 자유화 대상인 料率

構成要素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保險會社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따라서 1998년에 실시 예정인 自動車保險料의 完全 自由化 이전까

지에는 특별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행의 協定料率體系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

현재 자동차보험 基本商品은 자동차의 用途 및 所有形態에 따라 개인용·업

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며 이들 상품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무보험차 상해(영업용의 경우 제외)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담보종목별로 별도의 기본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다 .

이 基本保險料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의 결정시 적

용되는 운전자 연령한정운전특약, 가입자특성요율 및 각종 할인할증요소 등이

모든 담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개별 계약자가 지불하는 適用(營業)保險料가

된다 .

自動車保險의 料率區分要素는 주로 차량관련요소, 운전자관련요소, 사고관련

요소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요소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料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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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要素는 〈표 2-13〉과 같다 .

〈표 2-13〉 요율구분요소

구 분 구 분 내 용

차량관련요소
배기량(개인용자동차), 적재정량(화물차), 좌석수(버스),

차령, 차량가격등

운전자관련요소 운전가능연령, 운전자범위, 보험가입경력

용도 및 소유구분 용도(개인용자동차), 소유구분(화물차, 버스)등

사고관련요소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점수, 교통법규위반경력

기 타 면책금액, 보험가입금액, 담보범위등

나 . 適用保險料의 計算方法

適用保險料의 計算은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차종의 담보종

목별 基本保險料에 가입하고자 하는 各種 特約料率을 곱한 후 가입자 특성에

따른 요율계수와 사고실적에 따른 割引·割增 適用係數를 감안하여 결정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각종 특약 및 특별요율이 적용된다 .

〈표 2-14〉 적용보험료 계산방법

◇ 대인배상Ⅰ

적 용

보험료

기 본

보험료

특 약

요 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

가입경력요율 교통법

규위반경력요율)

우량할인 불

량할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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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적 용

보험료

기본보험료

(또는 특약보험료)

( 1 범위요율)

특 약

요 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

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범위요율

특 별

요 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범위요율) 특별할증율

전담보

할 인

한편 종전에는 强制保險인 對人賠償Ⅰ의 경우 基本保險料와 適用保險料가

동일하였으나 96년 8월 제도개선시에 전체 보험에서 대인배상Ⅰ 보험료가 차

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가입자간의 위험에 상응하는 保險料 負擔의

衡平性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인배상Ⅰ 보험료에 대하여도 無事故割引·事故

割增料率 및 加入者特性料率을 도입하였다23) . 다만,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97년 7월말까지 1년간에 한하여 반영율을 50%로 한정하였다 .

우리나라 適用保險料 計算方法의 특징은 사고자에 대해 無事故割引·事故割

增體系에서의 사고할증이외에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유형을 4개 그룹(영업용

의 경우 1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최고 할증율 한도내에서 特別割增을 부

과할 수 있으며, 모든 담보종목을 가입하는 계약자에게는 보험료의 5%를 할인

하여 주는 全擔保割引制度가 있다.

또한 94년이후 실시되고 있는 自動車保險 段階別 價格自由化에 의해 도입되

어 적용되고 있는 범위요율이 기본보험료, 가입자특성요율, 단체할인할증계약에

23) 대인배상Ⅰ에 대한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

고 측면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94년 6월에 이미 결정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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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각 일정범위로 적용되고 있다 .

다 . 保險料率의 區分要素

1) 共通的 區分要素

보험종목에 관계없이 모든 保險種目(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料率區分要素로는 운전자년령한정운전 특약요율, 가입자특

성요율,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율, 전담보할인, 자기신체사고의 에

어백 장착 자동차 요율 및 자기차량손해의 연식별 중고차요율 등을 들 수 있겠

다 .

현행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에서 被保險者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 수준은 모든 연령이

운전가능한 보험료인 기본보험료에 대해 「運轉者 年齡 2 1세 以上 限定運轉 特

約料率」의 경우에는 80%, 「運轉者 年齡 26세 以上 限定運轉 特約料率」의

경우에는 70%를 적용한다 . 다만, 피해자를 넓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自賠法下에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대인배상Ⅰ에는 면·부책 관련 특약의

도입이 어려운 관계로 運轉者 年齡限定運轉 特約料率이 적용되지 않는다 .

加入者特性料率은 保險加入經歷料率과 交通法規違反經歷料率로 구분되며,

보험가입경력요율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과기간에 따라 4구분되어 보험종목

별 위험도에 따라 〈표 2-15〉와 같이 그 적용율이 결정된다 . 교통법규위반경

력요율은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과거 3년간의 교통법규위반실적을 평가하여

3구분되어 적용되나 아직 關聯法規의 未制定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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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5〉 보험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 경과기간
보험가입경력요율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 또는 1년 미만 180% 120%
1년 이상 2년 미만 130% 110%
2년 이상 3년 미만 110% 105%

3년 이상 100% 100%

優良割引·不良割增은 개별할인·할증과 단체할인·할증으로 구분되며, 個

別割引·割增은 사고유무 및 사고의 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고, 團體割引·

割增은 손해율 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단,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擔保事故와

같은 自己過失이 전혀 없는 사고는 평가대상사고에서 제외된다 .

個別割引·割增은 담보종목별 구분없이 證券別로 평가하여 적용하되, 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前契約과 更新契約은 일정 요건24)을 갖추어야 한다 . 평가

대상기간은 1년으로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은 전계약의 적용율을 기준으로 하

여 評價對象期間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고 사고기

록 점수는 매건별 事故의 內容 및 原因別 點數를 합계하여 결정된다(<표 2-16>

및 <표 2-17> 참조) .

24)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으로서 개인용 및 업무용(관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

자, 업무용(자가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가 동일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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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사고내용별 점수

구 분 사 고 내 용 점 수

대 인 사 고

사 망 사 고
건당 4점

부 상

사 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급∼ 12급 건당 2점

13급∼ 14급 건당 1점
자 기 신 체 사 고 건당 1점

물 적 사 고
50만원 초과 사고 건당 1점
50만원 이하 사고 건당 0.5점

〈표 2-17〉 사고원인별 점수

사 고 원 인 점 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 1조에서 정한 주취한계기준

이상의 상태에서의 운전(주취운전) 또는 약물중독

상태하에서의 운전

3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3점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3점

- 위의 주취한계기준 미만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도 제2항 단서 제 1

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제 10호의 1이상에 해당

하는 사유

1점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事故危險度가 다른 계약자에 비하여 월

등히 높다고 판단되는 自動車保險 特別割增 適用對象基準 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그룹별 최고할증 한도내에서 特別割增率을 부과할 수 있다(대인배

- 29 -



상Ⅰ 해당보험료는 제외) .

全擔保割引은 하나의 보험증권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

험차상해(영업용자동차보험은 제외) 및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할 경우에 해

당 보험료(대인배상Ⅰ 해당보험료는 제외)의 5%를 할인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自己車輛損害의 年式別 中古車料率은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料率適用率이

새차의 요율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개인용과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

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업무용 및 영업용의 경우에는 다시 승용차, 버스, 기타

자동차로 구분되어 요율이 적용된다 .

自己身體事故에 적용되는 에어백 장착 자동차 요율은 자동차의 좌석에 에어

백을 장착한 경우에 10%(운전석만), 20%(앞좌석 모두)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

2) 保險種目別 固有 區分要素

個人用自動車保險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料率區分要素로는 피보험차량의 운

전자의 범위를 가족에 한정하는 「家族運轉者 限定運轉 特約料率」이 있으며

料率은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의 65%가 적용(대인배상Ⅰ 해당 보험료는 제외)

된다 . 또한 排氣量에 따라 승용차를 4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25) . 이러한 배기량은 料率區分要素로서 업무용자동차의 승용차에도 적용되

고 있다 .

業務用自動車保險에 고유하게 적용되고 있는 요율구분요소로는 車輛의 所有

區分, 自動車의 크기, 車輛의 用途區分 등을 들 수 있다 . 개인소유 및 법인소유

25)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소형A(1,000cc 이하), 소형B(1,000cc초과 1,500cc 이하), 중

형(1,500cc초과 2,000cc이하) 및 대형(2,000cc초과)으로 4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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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고 있는 차량의 소유구분과 좌석수 및 톤수에 의해 결정되는 자동차

의 크기는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요율구분요소이다. 車輛의 用

途區分으로서 自家用과 官用으로 구분되는데 관용 자동차의 요율은 자가용 자

동차 해당 차종 보험료의 50%를 적용받는다 . 이외에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

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有償運送 自動車에 대한 特約料率등이

있다 .

營業用自動車保險에 고유하게 적용되고 있는 요율구분요소로는 運送事業 形

態(시내, 시외, 전세 및 고속), 自動車의 크기(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톤수, 승

합자동차에 적용되는 좌석수), 其他 運送事業基準(개인택시, 개별화물, 장의차,

대여자동차) 등을 들 수 있다 .

- 31 -



4 .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問題點

가 . 槪要

自動車保險은 保險料라고 하는 對價를 지불함으로써 自動車 事故時 損害를

補償받게 되나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가입자간에 保險料 負擔의 衡平性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즉,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높은 보험료

를 부담케하고, 낮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케하여

야만 한다 . 이를 위해서는 保險料 算出의 基本原則인 收支相等의 원칙하에 산

출된 基本保險料(b a sic p re m ium)에 부가적으로 동일 가입집단을 자동차 사고

위험과 관련있는 危險變數를 통해 同質(ho m o g e ne ity)의 위험집단 또는 등급

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가감하는 危險의 細分化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험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基本保險料를 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요율변수를 도입하여 차등요율을 적용하

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 料率制度는 料率算出機關인 保險開發

院에서 財政經濟院의 인가를 받아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協

定料率制로서 기본보험료의 경우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의 일환으로 평균 3∼4년

주기로 부분적인 조정에 그쳐 收支相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는 만성적

인 보험영업적자를 낳고 있다 . 또한, 料率體系에 있어서는 최초 자동차보험의

영위시 사용한 乘算模型이 年齡, 保險加入經歷, 排氣量 등의 새로운 요율변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料率水準 및 料率體系의 適正性 與否를 진단하기 위해 料率水準의

檢證과 現行 料率體系에 대한 模型檢證 등의 밀도있는 분석과정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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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料率體系의 模型과 도입되어 있지 않은 料率變數의

도입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 먼저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體系,

料率變數 및 料率과 관련된 保險料 適用要素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 保險種目, 擔保種目別 料率隔差의 深化

自動車保險에서 판매하고 있는 保險種目別·用途別 損害率 실적을 살펴보

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및 외화표시보험의 손해율은 예정손해율

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예

정손해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擔保種目別로 살펴보면, 강제

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예정손해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반면에 이의 초과손해

를 담보하고 있는 대인배상Ⅱ는 무려 27.6%(p )나 상회하고 있다 . 또한 대물배

상의 경우도 예정손해율을 18 .4%(p )나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자기손해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예정손해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손해율을

시현하여 담보위험간 손해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2-18> 참조) .

이러한 保險種目別, 擔保種目別로 큰 손해율 편차를 보이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個別 保險加入者의 입장에서 事故危險에 相應하는 보험료 부담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즉, 어느 車種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擔保種目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싸게 또는 비싸게 부담하

게 된다 . 이는 곧 서로 다른 保險種目·車種·擔保種目間 危險轉嫁의 問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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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보험종목별, 담보종목별 손해상황(FY 95)
(단위 : %)

보험종목·담보종목 예정손해율(A) 실적손해율(B) 차이(B－A)

자동차보험

(용도별)

개인용 70 .0 88.4 18 .4
업무용 70 .0 72.0 2 .0
영업용 83 .6 96 .8 13 .2
소 계 7 1.3 83.7 12 .4

운전자보험 70 .9 35 .6 △35 .3
외화표시보험 70 .0 69 .2 △0.8

합 계 72 .6 78.5 5 .9

자동차보험

(담보종목)

대인배상Ⅰ 76 .3 64 .3 △ 12 .0
대인배상Ⅱ 72 .0 99 .6 27.6
대물배상 7 1.5 89 .9 18.4

자기신체사고 70 .1 24 .1 △46 .0
자기차량손해 70 .1 6 1.7 △8.4
무보험차상해 70 .0 15 .4 △54 .6

소 계 7 1.3 83.7 12 .4
주 : 1. 자동차보험(용도별) 에는 대인배상Ⅰ 실적이 제외되었음 .

2 . 예정손해율은 보험종목별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였음 .
자료 : 보험개발원

다 . 地域別 保險料 差別化 未導入

우리나라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는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運

轉者(被保險者)에 관련한 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環境的 要

因인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 그러나 日本을 제외한 선진

외국에서는 地域變數를 차종과 같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基本要素로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별로 사고율이 현저히 다르므로 보

험가입자가 주로 운전하는 地域에 따라 保險料도 差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6) .

26) 김기홍,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합리화 방안」, 보험개발원 세미나 자료, 1995.7,

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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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자동차보험료 결정요인

기본보험료 × 가입자특성요소 × 사고여부

·차종

·용도

·연령

·배기량(개인용승용차)

·보험가입경력

·법규위반경력 ( 96.8

월 이후)

·사고할증(특별할증)

·무사고할인

우리나라의 최근 地域別 自動車保險 損害率( 95 사업년도 기준)은 제주도가

66 .0%로 가장 낮은 반면에 전남은 12 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그 편

차가 매우 심하다 . 이와 같이 地域別로 事故危險度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들은 지역별 요인을 保險引受與否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즉, 事故危險이 높은 지역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保險利用可能性(a va ila b ility)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여파로 많은 共同引受

契約(引受拒絶契約)이 양산되어 보험가입자는 保險會社 選擇權이 제한됨에 따

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이러한 地域別 危險度 差異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보험가입

자간 보험료의 공정한 차별화라는 保險의 一般原則에 위배되는 것이다 . 즉, 손

해율이 양호한 지역의 가입자는 위험도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

는 반면에 손해율이 불량한 지역의 가입자는 위험도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지

불함으로써 우량지역의 가입자가 불량지역의 가입자를 위해 保險料를 補助하여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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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自己車輛損害의 保險料 差別化 未洽

自己車輛損害의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일정 요율을 곱하여 결정되

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保險開發院에서 발간하는 自動車保險 車輛基準價

額表 에 따르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산정시 감안되는 요소로는 차종, 자

기부담금등이며 중고차에 대해서는 중고차가 새차보다 차량의 위험도가 높고

새차에 비하여 車輛의 損傷性, 修理性등이 낮다는데에 근거한 中古車料率(승용

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새차요율의 110∼200%)이 적용된다 . 즉, 現行 料率體系

에 의하면 새차나 중고차에 관계없이 동일 연식에 대해 保險加入金額이 큰 대

형차, 고급차일수록 중·소형차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

담하고 있다 .

그러나 車輛損害 事故는 통상 車對車, 車對物, 顚覆 등의 차량단독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 事故形態에 따라 손해상황은 全損 또는 分損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전손, 도난 등의 사고는 車輛價額(保險加入金額)

에 비례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표 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分損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차량가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로 새차이거나 保險加入金額이 높은 차량일수록 중고차 또는 보험가입금액이

낮은 차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保險料 負擔의 衡平性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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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자기차량손해 사고형태별 구성비

(단위 : 건)

구 분
분 손 전 손 도 난

합 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건 수 322,7 10 94 .8% 15,867 4 .7% 1,807 0 .5% 340,384

주 : 95 사업년도 자가용자동차 실적 기준임 .
자료 : 보험개발원

保險加入者間 公正한 保險料 差別化를 기하기 위한 또 다른 料率制度로는

자동차의 모델에 의한 車名形式別 料率差等化를 들 수 있다 . 車名形式別 料率

差等化는 승용자동차의 차량보험에 주로 사용되며 사고발생시 해당 차량의 修

理性, 損傷性 등에 따른 비용차이를 요율구분요소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차량보험은 승용, 승합, 화물, 중기 등의 차종과 크기(대, 중, 소) 또는 중량 및

차령에 따라 危險度를 反映하고 있으나 車輛의 修理性, 損傷性 등에 대해서는

요율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 .

車名形式은 차량의 구조, 설계, 성능, 부품의 형태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며 따라서 車輛에 損傷을 받는 程度와 修理의 難易度가 다르게 된다 . 동일 속

도로 충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이 입는 損害의 程度는 車輛의 設計, 構造,

素材 등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동일 부위의 손상에 있어서도 차량의 설계, 구

조외에 部品價格, 部品의 形態 등에 따라 修理費가 차이가 남에 따라 차량의

수리비 관련 손해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 . 따라서 車輛保險의 需要가 크게 증가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製作社의 車輛 安定性 추구를 위해서는 차량보험에 대한

車名形式別 料率差等化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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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割引·割增制度의 問題點

割引·割增制度는 차종·연령·성별 등 事前的 要因이 동일한 계약자라 하

더라도 개인 行動樣態의 차이에 의해 사고패턴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

러한 차별성을 사후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個人의 事故經驗 을 보험료에 반

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割引·割增制度의 主目的은 安全運轉誘導 이외에 개별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계약자가 자신의 事故危險에 따라 保險料

를 支拂 토록 하는데 있다2 7)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割引·割增制度가 실시되

고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割引·割增制度는 事

故割增 및 無事故割引을 연계적용하고 있으며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구분하

여 시행되고 있다. 個別契約의 경우에는 評價對象期間中의 事故有無 및 事故件

別 記錄點數에 의해 평가하며, 事故記錄點數는 매건별 事故의 內容 및 原因別

點數를 합계하여 차기의 할인할증율을 결정한다 . 團體契約의 경우에는 단체할

인할증 적용대상 업체2 8)가 보험자와의 料率 協商能力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운

전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손해실적에 대한 統制能力이 있으며, 차기

갱신적용율이 修正損害率29)를 기초로 예정손해율에 수렴되도록 保險料 規模에

의해 信賴度를 감안한 割引·割增適用率表(ta b le ra te )로 되어 있어 현행 제도

27) Jean Lemaire, Bonus-Malus System in Automobile Insurance, 1995.
28) 동일피보험자로 피보험자동차의 평균유효대수가 영업용은 10대, 업무용은 50대 이

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29) 수정손해율은 손해액에 대한 수정경과보험료의 비율을 말하며, 수정경과보험료는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적용율, 범위요율, 특별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요율서, 1996.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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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現行 個別割引·割增制度를 계속 유지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판단된다 . 첫번째 문제는 〈표 2-2 1〉의 연도별 평균할인·할증율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均割引·割增率30)의 持續的인 下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이는 〈표 2-22〉에서의 할인·할증율별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 즉, 전체 가입자의 64%가 할인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할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8%에 지나지 않아 平均割引·割增率은 계속 감소하는 것이다 .

〈표 2-2 1〉 연도별 평균할인·할증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 9 1 FY 92 FY 93 FY 94 FY 95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89 .9

89 .1

89 .5

88 .8

87.8

88 .6

88.0

87.6

88.4

86 .4

86 .6

87.8

84 .2

85 .1

86 .4
합 계 89 .6 88 .5 87.9 86 .5 84 .5

주 : 개별 및 단체 실적임 .
자료 : 보험개발원

〈표 2-22〉 할인·할증율별 가입대수 분포

(단위 : 명)

구 분
40∼95% 100% 105∼200%

합 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가입대수 3,088,27 1 64% 1,372,34 1 28% 36 1,74 1 8% 4,822,353

주 : 95 사업년도 개인용자동차보험 실적 기준임 .
자료 : 보험개발원

30) 매계약건별로 적용된 할인할증율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평균할인할증율이 낮아질수

록 평균보험료가 할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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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割引·割增時 適用率에 따라 동일한 사고

에 대해 보험료 부담 증감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2점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前契約 適用率이 80%인 계약자와 40%인 계약자

의 保險料 負擔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p ) 증가로 전계약의 적

용율이 몇 %이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증가율에 있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 즉, 基本保險料가 500원이고 前契約 適用率이 80%와 50%인 A와 B 계

약자가 모두 2점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경우 두 계약자의 적용율은 각각

20%(p ) 증가한 100%와 70%로 되고, 보험료는 모두 전계약보다 100원 증가된

500원과 350원이 적용된다 . 그러나 전계약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비하여 보면

A계약자는 25%(500원/ 400원) 증가한 반면에 B계약자는 40%(350원/ 250원)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重複割增에 관한 것이다 . 사고할증시 사고원인

및 사고내용(사고크기)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할증율을 부과함에 따라 二重

割增賦課라는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3 1) . 現行 體系는 동일유형의

사고라도 사고크기(사망, 부상급별 또는 피해금액별)에 따라 할증율이 크게 달

라진다 . 이는 事故의 偶然性 및 向後 事故發生의 豫測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

라기 보다는 사고에 따른 懲罰的 性格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32) . 즉, 사고크기

는 사고자의 의지가 아니라 偶然的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할증은 사고크기

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계약자간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가 비합리적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特別割增도 사고빈도 및 사고크기에 따라

31)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1995.2, p 195.
32) 김기홍,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합리화 방안」, 보험개발원 세미나 자료, 1995.7,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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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하고 있으므로 사고 내용 및 원인에 따라 점수제로 되어 있는 標準割引·

割增과 重複 割增되는 부분이 있다 . 현재 우리나라만이 사고할증제도에 있어서

사고빈도 뿐만 아니라 사고크기를 고려하고 있다 .

바 . 其他 料率關聯制度의 問題點

1) 共同引受(引受拒絶)契約의 問題

引受拒絶契約에 대한 共同引受制度는 87년 4월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임의보험계약중 개별보험회사에서 일반물건(자사보유물건)으로 인수가

거절된 계약에 대하여 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고 그 손해를 공동으로 분담하

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33) . 이 제도의 導入趣旨는 개별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

한 同一危險集團 내에서도 우량한 계약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보험가입의 기

회를 제공하여 善意의 契約者를 保護하고 인수가 거절된 위험집단에 속한 사람

들에게도 보장을 제공하여 無保險自動車를 防止하기 위해서이다34) .

引受拒絶契約에 대한 보험회사의 공통기준은 없으며, 각 보험회사별로 인수

기준과 구체적 운용실태는 각각 다르다 . 引受拒絶의 주된 이유는 事故의 蓋然

性이 상대적으로 높은 契約者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즉, 현행 共同引受契約制度는 引受拒絶契約에 대한 보험료가 일반 우량계약

33)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및 손해액 배분기준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에 관한 상호협정」 제12조(책임의 보유 및 배분), 제14조(운영사업비) 및 제15조

(책임의 배분방법)에 의거하여 배분된다.
34) 정요섭,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 상품 및 요율체계를 중심으로

」, 리스크관리연구, 1996.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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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차이가 없고35) , 계약절차상에 어떠한 불편도 따르지 않아 계약자 본인 자

신이 정상적인 保險市場에서 계약 인수가 거절된 계약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

예방 유도효과가 미흡하고, 이는 곧 공동인수계약자 집단의 손해율 악화로 이

어져 결국 우량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引受拒絶契約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시장의 競爭範圍(一般物件 市

場)가 축소되어 신상품 개발등 자동차보험 시장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외에도 인수회사는 인수거절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30%만을 보유하므

로 인수거절계약으로 공동인수시 範圍料率이나 特別割增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계약에서 처럼 엄격한 요율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동차보험이외의 보험인

수를 위해 선심성 측면의 保險料 漏水 可能性이 있다 . 또한 보험금 지급에 있

어서도 支給保險金의 100%를 책임지고 있는 自社契約의 損害査定을 철저히 하

는 반면에 30%만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인수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므

로써 保險金 漏水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共同引受契約制度의 운영은 무보험자동차 발생 방지의 취지도 중요

하지만 그 이면이라 할 수 있는 가입자간 保險料負擔의 衡平性을 도외시 해서

는 안될 것이다 . 美國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인수거절계약에 대한 공동인수

제도가 존재하나 일반 보험계약자 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만 보험가입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계약자와 보

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保險加入者間 公正한 保險料 差別化라는 원칙

35) 일반계약과 공동인수계약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차이는 전혀 없으나 공동인수계약

에 대하여 96년 8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제3단계 가격자유화 시행내용인 기본

보험료 범위요율 도입시 상한을, 특별할증율은 각 그룹별 최고 할증율을 적용하도

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차등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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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2) 豫定基礎率의 問題

豫定基礎率이란 보험료중에서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부분과 보험회사의 경비 및 이익으로 남는 부분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豫

定損害率,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益率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豫定基礎率은

保險料率 算出의 基礎가 되는 것으로 保險事業運營의 重要한 指標로 활용된다

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의 채산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납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自動車保險의 豫定基礎率은 83년에 保險種目別·擔保種目別·用

途別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표 2-23> 참조) . 그

동안 自動車保險 環境의 變化에 따라 豫定基礎率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 특히, 責任保險의 補償限度가 계속하여 확

대됨에 따라 예정기초율이 서로 다른 대인배상Ⅱ의 보험료가 대인배상Ⅰ로 이

전되는 현 상황에서 豫定基礎率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 또한 强制保險인 責任保險의 특성상 임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정사업

비율이 낮고 예정손해율을 높게 설정하였으나 94년 8월부터 責任保險과 綜合

保險의 一元化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간에 실질적인 사업비의 차이가 없

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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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자동차보험 종목별 예정기초율

구 분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율

개인용

업무용

대인배상Ⅰ 75% 25%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

량손해, 무보험차상해

70% 28% 2%

영업용

대인배상Ⅰ 90% 10% -

대인배상Ⅱ 85% 13%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

고, 자기차량손해
80% 18% 2%

3) 保險料 分割納入制度의 問題

우리나라 自動車保險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이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다 . 따라서 保險加入者의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分割納入制度는 분할납입가입자에 대해 差等料率이 적

용되어야 하나, 일시납 가입자보다 분납 가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는 89 .7 .1 제도개선시 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

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하면서 分割納入制度를 신설하였는데 이때 분할납입에 따

른 분할납입안내, 전산관리, 제반 서식비용 및 이자수입의 감소 비용을 부담시

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나 분납 가입자의 保險料 負擔 增加 등을 이유

로 동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설하였다 . 그 이후 96 .1.16

分納制度의 改善36)을 통하여 분납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催告費用을 부담하도

36) 95년 11월 대법원에서 분납보험료 미납시 최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14일간의 유예

기간 경과후 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규정한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약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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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고 分納特約을 單純化3 7)하였다 .

그러나 이것 역시 분납제도의 本質的인 問題인 分割納入 關聯 諸費用 및 利

子負擔 問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수반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分割納入制度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분할납입자에 대해 분할납입에 따른 관련 제비용 및 이자수입 감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조항은 상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림에 따라 분납제

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37) 분납특약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나 실제 가입자가 이용하는 상품은 몇가지 밖

에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나머지 특약이나 분납유형을 삭제하여

분납특약의 종류를 단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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