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結 論

料率算定者는 보험가입자 집단의 특성에 기초하여 危險集團을 分類하고 집

단간에 危險度에 相應하는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함으로써 保險加入者間 保險料

負擔의 衡平性을 추구한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요율분류체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料率分類體系는 크게 관련 위험의 형태에 따라 車

輛關聯 要素, 運轉者關聯 要素 및 環境關聯 要素로 구분되며, 위험 집단의 경험

위험인가 아니면 개별위험인가에 따라 事前的인 分類體系와 事後的인 分類體系

로 구분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이 공정하

게 이루지도록 하기 위하여 事前的 및 事後的 分類方法을 채택하여 많은 요율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料率體系 構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變數의 數나 그

適用方法의 精巧함에 있어서 외국의 방법에 비하여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손

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록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는 사용하는 요율변수의 수

나 정교성이 떨어지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요율체계 보다는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국내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구성하는 요율변수가 당시의 社會的

必要性과 數理的 結果에 의해 導入되었으나 충분한 분석과정과 시행상의 豫備

點檢期間 없이 도입되었고, 도입당시의 여건이 도입 이후 많은 變化를 가져왔

다 . 따라서 이제는 늦게나마 현행 요율체계에 대해 各 料率變數의 選擇과 等級

區分 및 料率適用模型에 대한 適正性의 檢證과 도입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요

율변수의 도입 그리고 요율변수 이외의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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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 함께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制限的이지만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수준과 요율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분석을 試圖하였다 .

分析의 結果에 의해 現行 料率水準과 料率體系가 시사하는 점을 기술하여

보면, 먼저 現行 料率水準은 자동차보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보험종목별·담보위험별·차종별로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보험가입자가 가입하는 보험종목·담보위험에 따라 危險의 轉嫁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보험종목별·담

보위험별·차종별로 위험에 부합되도록 料率이 調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

料率體系의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料率變數들은 요율의 차등화 변수로

서나 料率適用模型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부분적

인 보완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가장 중요한 요율변수의 하나인 地域

變數가 도입되지 않아 地域間 危險의 轉嫁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변수는 價格自由化 등의 保險環境의 變化에 의해 시

장경쟁이 가일층 심화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과제이다 . 다만, 地域感情이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社會的 與件을 감안할 때 지역등급의 設定에 있어서

보다 많은 努力을 필요로 한다 . 또한 연령과 보험가입경력 변수가 유사한 변수

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용됨에 따라 요율의 安定性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두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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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長期的으로는 두 변수중 한가지 변수만을 채택하여 사

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이러한 요율변수들을 적용하는 모형으로

서는 加算模型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乘算模型이 適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自己車輛損害 料率體系를 현행 계약당시 차량가액과 중고차 요율체계

를 새차가격에 의한 等級別 料率體系로 전환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위험도를

g ro up ra ting 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요율차등화를 도모하고 자동차

의 安全度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

以上의 個別的인 결론을 綜合적으로 시사하여 보면 첫째, 현행 料率水準에

대해 전체 보험료의 증감없이 보험종목별·담보종목별 요율수준의 改正을 필요

로 하며, 둘째로는 현행 乘算模型의 요율체계는 그대로 維持하되 각 요율변수

간의 적용모형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은 추후 地域變數의 導入時에 함께 全面的

으로 改正하는 것이 合理的이라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自己車輛損害 料率體系

와 料率變數 以外의 무사고할인·사고할증 등의 料率差等化 要素에 대해서는

요율적용체계의 개정과는 관계없이 빠른 時日內에 改正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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