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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험시장에 사용자 기반 보험이 도입되었다. 사용자 기반 보험은 운

전자가 직접 운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과 자동적으로 운행정

보가 보험회사에 전송되는 텔레마틱스 방식으로 나뉜다. 텔레마틱스 기

술을 통해 보험회사는 더욱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텔레마틱스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자신의 운행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

하여 보험료 절감이라는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사는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더욱 명확한 논의를 위해 기존의 보험시장과 텔레마틱스 시

장의 균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 소비

균형점의 변화가 경제 주체들의 효용 증가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특히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던 운전자들이 보험 시

장이 정보 균형상태가 됨에 따라 혜택을 보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이 논

문의 말미에는 현재 텔레마틱스 보험시장에서의 보험 소비자들과 보험회

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관된 자료를 확인하였고 소비

자와 보험회사 모두에 텔레마틱스 보험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

았다. 이에 입각하여 텔레마틱스 보험이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

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사용자 기반 보험, 텔레마틱스, 주행 거리 연동 보험, 분리 균형

학 번 : 2013–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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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보험시장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존

재한다.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정보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경제주체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정보 뷸균형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 텔레마틱스 보험 시장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텔레마틱스 기술과 관련된 보험 상품이 해외에서 출시되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텔레마틱스 기술을 이용하면 운전자의 운행 정보

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보험사는 보험룔 산정에 참고하게 된다. 텔레마틱스 정보는 실시간

으로 전송된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이를 이용한 보험에서는 역선택과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역선택 측면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정보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안전한

운전습관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이 보험시장에 진입할 것이라 생각하였

다.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

되는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논문은 텔레마틱스 보험시장을 소개하고, 기존의 보험시장과 텔레

마틱스 보험시장의 균형점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로써 경제주체들의

효용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여부를 논의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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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1. 이론적 접근

텔레마틱스(Telematics)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 원

거리 통신)과 인포마틱스(Informatics, 정보학)의 합성어이다. 새로운 형

태의 보험인 텔레마틱스 보험은 활성화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불균형 상황

에서의 시장 균형 고찰이 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다음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Karlan and Zinman(2009)의 논문에서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사

람들의 심리를 이자율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눈에 띄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또한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예측가능한 인센티브에 반응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Finkelstein and Poterba(2004)에서는 영국의 연금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역선택 현상을 알아보았다. 영국의 연금 보험시장은 독특한 구

조로 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역선택 현상을 자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은 역선택이 존재하는 시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시장 안에서는 더욱 단일화된(homogeneous) 경제 주체가

모임으로써 역선택이 해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Rothschild and Stiglitz(1976)에서는 완전경쟁 보험시장에

서 연합균형, 그리고 분리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보험시장이 세분화 되었을 경우, 각각의

시장에서의 균형점을 알아보고자 이 논문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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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적 접근

Mercedes Ayuso et al.(2014)에서는 사용자 기반 보험을 이용하는 사

람들의 첫 사고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주행거리, 장소, 시간, 속도, 성별 등을 분석하여 보험료가 높아지는 원인

을 찾아내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운전자 기반 보험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J.W. Bolderdijk et al.(2011)에서는 사용자 기반 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각각 도로에서 얼마나 규정 속도를 초과 하는지 GPS 장치로 측

정하였다. 또한 텔레마틱스 장치를 장착 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여 텔레마틱스의 감시 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3.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연구 방향

기존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새로운 보험시장에 대해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장형태의 분석이나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를 논한

자료는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보험의 개발로 인한 시장세분화와

세분된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 그리고 균형점의 이동 등

을 알아볼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방향은 기존 보험시장의 균형점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논하고, 텔레마틱스로 대변되는 새

로운 보험시장이 생겼을 때의 균형 변화를 논할 것이다. 또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참고 논문을 확인하고 해당 균형점에서 어떤 의미

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텔레마틱스 보험에 대한 경제 주체들

의 인식을 알아보고 기존 보험보다 높은 효용을 주는지 점검할 것이다.



- 4 -

제 2 장 사용자 기반 보험시장 소개

제 1 절 용어 정리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개인의 동일한 만족이나 효용을 나

타내는 곡선이다.

. 보험개발원(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IDI): 1988년

12월 31일로 개정된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손보사가 공동으로 1989년 12

월 1일 발족시킨 기구로서 ①보험요율 산출과 검증 ②경험생명표 작성과

보정(補正) ③보험에 관계된 정보와 통계자료의 집적(集積)˙관리˙분석˙작

성 및 제공 ④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요율과 약관에 관한 조사연구 ⑤위험

도 측정 및 약관연구 등의 업무를 취급하며 특히 화재˙해상˙자동차˙보증˙

상해보험 등에 관한 요율을 산출하며 검증한다.

. 보험금(insurance):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통상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과는 같은 뜻이다.

. 보험료(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보험자

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

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

고 한다.

. 보험요율(rate of premium):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 5 -

보험요율이라고 한다. 요율은 생명보험료 및 자동차보험료와 같이 정액

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

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증서이다. 보험금 청구

권의 발생,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

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정의 자본금 또는 기금 이

상의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 사업비(business expenses): 보험회사의 영업상의 경비를 의미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영업비 등을 총칭해서 말한다.

. 사업인수(underwriting):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이다.

. 사용자 기반 보험(Usage-Based Insurance, UBI): 보험료가 자동차

를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이다. 시간, 운행거리, 운행

자 행동, 그리고 운행되는 도로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 수지 상등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사업을 경영할 때

에는, 각 위험집단으로 부터 각각 납입되는 보험료(순보험료)의 총액(수

입)이 그 위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지출)과 같게 되도록 다

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수지의 균형을 꾀하는 원칙을 말한다.

. 순선택(favorable-selection): 역선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고율이

낮은 보험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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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선택(adverse-selection): 보험가입자는 시장으로부터 제외되고,

사고율이 높은(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불량한) 보험가입자만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보통과는 뒤바뀐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운행 거리 연동 보험 (Pay-As-You-Drive, PAYD): 운전자에 운전

방식에 대해 보험료가 지불 되는 방식의 보험이다. 즉. 운행 거리와 운행

도로 등이 보험료 측정에 사용된다.

. 운전자 행동 기반 보험 (Pay-How-You-Drive, PHYD): 운전자의

운전 행태로 보험료가 지불 되는 방식의 보험이다. 즉. 급가속, 급제동이

나 잦은 차선 병경 등이 보험료 측정에 추가로 사용된다.

. 운행기록 자가진단 장치(On-Borad Diagnostics, OBD): 스스로 이상

상황 등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이다.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위성에서 보

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 위험의 분산(diversification of risks): 동질의 위험에 관련이 있는

보험계약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인수하거나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같은

사례가 조성됨으로써, 동질의 위험에 의한 커다란 위험집단이 형성되면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 주행거리 직접 제출 방식(user-report system): 운전자가 직접 자신

의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 텔레마틱스(Telematics, Telecommunication + Informatics): 자동차

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장착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

정보, 응급 상황 대처, 원격 차량 진단, 인터넷 이용 등 각종 이동 업무

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 통신기반 자동차보험(Telematics based vehicle insurance): 텔레마

틱스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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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험시장의 분류

제 2 절 보험시장의 분류

1. 자동차 보험의 분류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존의 보험시장

(current insurance market),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기반 보험시장

(Usage-Based Insurance, 이하 UBI)이라 불리는 새로운 보험시장이다.

사용자 기반 보험시장은 두 종류의 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운전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주행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면 주행거리 직접 제출 방식

(user-report system)보험, 운행 정보가 자동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된다

면 텔레마틱스(Telematics)보험이다.

텔레마틱스 보험 측정하는 보험 요소에 따라 또다시 두 종류로 나뉜

다.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운행 장소 등을 측정하는 운행 거리 연동 보험

(Pay-As-You-Drive, 이하 PAYD)과 운전자의 차선 변경 빈도, 과속 여

부 등을 추가적으로 데이터화하여 보험료 부과 시 반영하는 운전자 행동

기반 보험(Pay-How-You-Drive, 이하 PHYD)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운전자가 주행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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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험시장의 사분면 분류(Sinisa Husnjak et al., 2015)

데이터들이 보험회사에 전달되고, 그를 통해서 보험료가 산정된다.

주행거리 직접 제출 방식은 보험료가 주행거리와 연동되게 하여 보험

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따른다. 정해진 기간마나 직접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다. 또한

운전자가 불리하다고 여긴다면(주행거리가 길다면) 고의적으로 보험회사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텔레마틱스 기술의 발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은 사라졌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동시에 정보들은 보

험회사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실시간으로 전달된 정

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2]에는 각 보험 상품 간의 관계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

다. [그림 2]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보험이 위에서 언급한 텔레마틱스 보

험이다. 앞에서 언급 되었듯이 운행 거리 연동 보험(PAYD)과 운전자 행

동 기반 보험(PHYD)으로 나뉜다. 텔레마틱스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보험료 산정에 고려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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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의 보험과는 다른 사용자 기반 보험

2. 운행 거리 연동 보험과 운전자 행동 기반 보험

기존의 보험시장에서는 현재 사고 이력이나 보험 가입 경력 등이 보

험료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GPS

로 운전자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행 거

리 연동 보험(PAYD)에서는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행했는지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주행거리가 길면 사고 빈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행동 기반 보험(PHYD)은 그 특성상 보험의 패러다임을 완전

히 바꾼 보험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급제동이나 급가

속, 급 차선변경 등의 정보까지 보험료 산출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이고 측정이 어려

운 요소들을 잡아낸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타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다.

운행 거리 연동 보험과 운전자 행동 기반 보험으로 보험회사는 주행

거리라는 고정요소(fixed factor)를 텔레마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변동요

소(variable factor)로 만드는데 성공한다.1) 이는 주행 거리가 같고, 객관

1) Dimitris Karapiperis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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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실들(배기량이나 운전자의 성별, 나이 등)이 같다고 하여도, 동등

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래의 사고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텔레마틱스 보험이 의미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시간으로 운

전자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2) 이

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제시하여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좋

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기존 시장에서 위험한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고가 발생할 때 까지 기다리는 일이다. 하지만 두 운전자 모두 100만

km를 운전할 때까지 운이 좋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두 운전자에게 같은 보험료를 제시하는 것

이 합당한 것인가.

Arvidsson(2010)에서는 사후적인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다. 그 이유는 위험이 높은 운전자가 과거의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위험

수준을 원래보다 낮게 보고(under-report)를 하여 위험이 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위험

이 낮은 선량한 운전자만 높은 보험료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사고

를 통한 사후적인 조치는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아님을 강조한다.

2) UK Auto Insurance Policyholders Embrace Telematics to Get Lower

Premiums (Insurance Journal, 2016.06.): “The very basis of telematics

insurance is to provide fairer premiums to motorists so that they are not

paying for the poor behavior of others and to incentivize safer driving

behavior”

3)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이력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없지만, 사고 이력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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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Progressive社의 Snapshot

제 3 절 텔레마틱스의 원리와 특징

1. OBD(On-Baord Diagnostics)의 활용

텔레마틱스 보험을 가입하고, 그 기술의 혜택을 받는 법은 간단하다.

차체 내에 자기진단장치(On-Borad Diagnostics, OBD)를 설치하면 된다.

자동차 내부에 있는 플러그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기를 부착하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보험회사로 전송된다.4) 이 장치는 운

행기록 자가진단 장치는 운전습관, 운행패턴 등을 분석하여 보험료를 부

과하는데 사용된다. 급출발, 급제동, 위험한 지역에서 운전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텔레마틱스를 창시한 미국의 Progressive社는 Snapshot이라는 이름의

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30일간의 운전 성향(제

동거리, 운행시간대, 주행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만약 안전하

게 운전한다고 판단되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렇

게 수정된 새로운 보험증권을 소비자에게 보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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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확률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S.)

2. 빅데이터의 활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분석해보면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 장소 등을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경험적

인 데이터에 의해 현재 운전자의 주행 방식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높아

진 위험에 맞게 보험사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텔레마틱스 기술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현재 위험 상태를 파악하여 보험료 할증과

할인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표 1]은 2009년 미국의 치명적인 사고율 분석 데이터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기에 따라 치명적인 사고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평일에는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의 사고율이 높았다. 또한 주

말에는 새벽 시간에 치명적인 사고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운전자들의 방대한 운행기록은 이런 방식으로 통계로 나타내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기존의 보험에서는 보험료에 반영할

수 없다. 단지 사고가 났을 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텔레마틱스 보험은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으로 과거에 산정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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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텔레마틱스 보험으로 인한 이득

3. 텔레마틱스 보험의 장점

텔레마틱스 운전자성향보험은 자동차에 장착된 이동통신이 가능한 정

보단말기를 통해 주행거리, 주행 장소,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등 운전자

성향 정보를 취합하여 보험료산출에 반영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운전경력 등 고정된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존

의 보험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표 2]는 텔레마틱스 보험의 이득을 개인,

회사, 사회로 나누어 나열한 것이다.

텔레마틱스는 보험 가입자, 보험회사,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 먼저 운전자의 효용 증가 측면을 살펴보자. 이 보험을 사

용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큰 혜택은 보험료 할인이다. 최초

보험 가입 시에 인하를 받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산출하는 안전점수

가 상승할 경우 보험료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텔레마틱스 보험의 특성상

급가속이나 급제동, 급격한 차선변경 등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

조이다. 운전자는 미래의 보험료 삭감이라는 인센티브로 인하여 본능적

으로 위험한 운전 방식을 자제하게 된다. 이로써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부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차가 도난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텔레마틱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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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도 혜택은 있다. 우선 감추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을 분간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역선

택을 방지하고 개인별 위험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한 다른 보험회사와 차별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텔레마틱스 기술을 이용하

면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는 보험료 인하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차별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평가받아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

는 수단이 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 인하여 보험사의 손해를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텔레마틱스 기술의 영향으로 신용등급, 직업,

교육정도 등과 같은 기존 논란이 되어 왔던 가격산출 요소들에 대한 필

요성을 줄일 수 있다.

텔레마틱스 기술은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심각한

사고가 방지됨으로 인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자동

차 운행량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등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효과도 누린다. 아울러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올바

른 보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사고 처리로 소중한 생

명을 구함은 물론 사고 처리에 대한 과실 여부를 명백히 가리는데 도움

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텔레마틱스 기술은 운전자,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

으로 이득이 되는 기술이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

하는 경제주체들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관하여 알아보고, 텔레마틱

스 기술이 어떻게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경제학적

모델로 살펴볼 것이다.



- 15 -

[그림 5] 은행 대출 실험 (Karlan and Zinman, 2009)

제 3 장 텔레마틱스 보험시장 분석

제 1 절 정보 불균형 하에서의 선택

1. 은행 대출 실험에서 확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

Karlan and Zinman(2009)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 실험에서 저자는 은행 이

자율 인하라는 인센티브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

출을 하고 원금을 갚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 실험

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

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변수로 설정한 것은 최초 대출 시의 대출 이자율, 원금

연체율, 그리고 납부 기간 중의(변화된, 변화되지 않은) 이자율이다. 우선

최초의 금리는 역선택을 가려내기 위한 실험이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출 시

금리가 높게 산정된다. 은행은 [그림 5]에서처럼 높은 이자율()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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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을 신용도에 따라 대출자들을 분류하였다. 이후 무작위로 높은

이자율을 배정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였다. 애초에

이자율이 낮았던 집단과 추후에 이자율을 감면 받은 집단은 모두 낮은

이자율을 제시 받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차이가 생긴다면 감추어진

정보(역선택) 때문이라고 이 논문은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 주체들의 대출금

연체율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에 한해 대

출금을 충실히 상환하면 추가로 감면해 주는 실험을 설계였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두

부류의 집단을 비교한다면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역선택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견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현상은 유의미한 정도로 발견되었다.

이는 미래 이자율에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주체들

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미

래에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시받았을 때, 경제주체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2. 영국의 연금 시장에서 확인한 역선택 현상

Finkelstein and Poterba(2004)에서는 역선택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국의 연금보험(annuity market)시장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영국의 연금 보험시장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자발적인 보험시장

(voluntary market),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제적인 보험시장(compulsory

market)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적인 보험시장에 가입한다. 이 보

험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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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자발적인 보험시장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런 점에서 자발적인 보험은 강제적인 보험과는 확

연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 아래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

면 가입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의 유무 차이이다.

연금 보험의 특성상(종신형 보험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연금 보험료를 지불하고, 몇 년

후에 사망한다면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다. 반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 사람이 오래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역선택이 존재한다면 자발적인 보험시장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남을(Opt in) 것이다.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되면 가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로 건강이 나쁜 사람은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Opt out) 충분한 인센티브

가 존재한다. 이 실험에서는 자발적인 보험시장과 강제적인 보험시장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명을 측정하여 역선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발적인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명이 강제적인

보험 시장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명보다 평균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아는 보험 가입자의 역선

택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정보 불균

형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자신의 감추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경제

적인 인센티브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3. 첫 사고발생과 운전 거리 연동 보험

Mercedes(2014) 에서는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사고율이 상승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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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또한 운전자의 통제를 위하여 초보 운전자와 능숙한 운전

자로 나누어 실험을 전개하였다. 이 실험의 분석에 의하면 초보 운전자

들이 능숙한 운전자보다 모든 실험조건에서 최초 1년간 평균 28%만큼

사고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실험에서는 도심에서 운전하는 것, 밤에 운

전하는 것, 그리고 규정 속도보다 10% 이상 과속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도심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2% 사고 위험이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밤에 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낮에 주로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39.5%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거리에 의한 실험도

시행되었다. 1만km를 운행하였을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은 95%

의 신뢰도수준 하에서(22.51%, 29.68%)로 신뢰구간이 설정된다. 만약 이

것이 능숙한 운전자에게 적용된다면 (18.20%, 20.73%)의 신뢰구간을 도

출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밤에, 도심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평소에 많

이 사용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

이 도출된다. 이를 만약 보험회사가 알고 있다면 높은 보험료를 받을 것

이고, 그를 통해 회사의 이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텔레마틱스는 이

러한 보험료 부과를 현실화 하였다.

4. 규정 속도 준수와 사용자 기반 보험

사람들은 감시를 받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행동하는 방식이 다

르다. 가령 대낮에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남

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밤이 되면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을 심심

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누군가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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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텔레마틱스 장치 부착에 따른 과속 비율(J.W.

Bolderdijk et al.,2011)

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운전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다. 텔레마틱

스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에도 운전자의 운전 방식을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하기 때문에 ‘밤을 낮으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있다.

Bolderdijk et al.(2011)의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텔레마틱스로 인하여

감시를 받을 때와 감시를 받지 않을 때의 행동양식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6]에서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실험 대상자의 속도, 점선으

로 나타난 것이 대조군으로 설정된 사람들의 속도를 의미한다. 또한 x축

은 실험 기간(3개월이 1기간)을 나타난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실험 기간에서는 두 그룹 모두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 실험

설계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간에 실험 대상자에게 GPS장치로 통제

를 받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 대상자들은 대조군으로 설정된 사람

들보다 속도를 많이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구간에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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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텔레마틱스 사용과 규정속도 위반 빈도

(J.W. Bolderdijk et al., 2011)

치가 없어도 통제력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치를 제거하

였다. 이 경우 실험 대상자들은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였고 다시 속

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 시행한 두 번째 실험은 텔레마틱스 장치의 여부에 따라

규정속도 위반 빈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림 7]에서 음영 처리 된 막대

기는 텔레마틱스를 부착한 차량의 속도위반 빈도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

30km/h, 50km/h, 80km/h, 100km/h, 120km/h로 설정된 도로 전체에서

텔레마틱스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텔레마틱스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

량과 비교했을 때, 속도위반 빈도를 확실히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텔레마틱스 보험의 사고 방지 효과를 찾

을 수 있었다.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사고가 많다는 점

에서, 텔레마틱스 보험은 운전자의 과속 빈도를 줄이고 대형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2-3절에서 설명된 사고

발생 요인들을 적절히 보험료 산정에 반영시켰을 경우 운전자의 행동을

바꾸고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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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텔레마틱스 보험시장의 그래프

보험시장에는 역선택 현상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보험 소비자와 보

험 공급자 간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보험을 소비하

는 입장에서는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금을 지급

하는 보험 회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감추어진 정보 이외의 모든 조건이 같은 두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

고 가정하자. 이 때, 기존 시장에서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득

을 챙길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불하는 보험료보다 자신이 미래에

보장 받을 기대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위험도보다 높

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균형은 정보가 대칭적인 다른 시장의 균형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보험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운전 환경이 보험료에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이, 텔레마틱스 보험은 운전 습관

에 따라 사고율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었다. 위험하게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급발진, 잦은 차선변경 등을 하면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안점점수가 떨어

지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 절에서는 기존 보험시장의 균형을 논하고, 새로운 보험(텔레마틱스

보험) 시장이 추가로 설계되었을 경우 두 시장의 균형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균형의 안정성을 논하고 새로운 보험시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 보험을 이용하는 소

비자의 효용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을 간단한 모형으로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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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 균형(separating equilibrium)

보험시장에는 두 가지 균형이 있다. 그 중의 첫 번째는 분리 균형

(separating equilibrium) 이다. 한 사회에 위험이 낮은 운전자와 위험이

높은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낸다.

  사고위험이낮은운전자
  사고위험이높은운전자

위험이 낮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보다

낮으므로, 이들의 사고 위험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의사고확률
  의사고확률
    

또한 이들이 누리는 효용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의경제적효용
  의경제적효용

우선 분리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정

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각 유형의 운전자에게 따로 따

로 보험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가령 X라는 사람이 높은 위험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

다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늘리거나 보험 가입을 할 인센티

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Y라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굳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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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 회사는 위험이 높은 사람들도 위험이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

다.5) 만약 위험이 낮은 사람이 A점, 위험이 높은 사람이 B점에서 각각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들이 누리는 효용은 다음과 같다.

  이 부존점에서누리는효용
   가 부존점에서누리는효용

보험회사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사고위험 때문에 값싼

보험료를 제시한다. 이는 급부·반대급부의 원칙에 의거한다.6) 반대로 위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되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값비싼 보

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8]과 같은 균

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8]의 x축()은 보험에 사고가 나기 전의 운전자의 재산 상황

을, 그리고 y축()은 사고가 난 후의 운전자의 재산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부존점 E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초기 부존점을 나타낸다.

위험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후의 부존점은 각각 A

와 B로 나타낼 수 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두 경제추체 모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지

5) 영화관에서 할인을 제공할 경우 어떤 사람이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구분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할

인혜택을 받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게 할 경우(정보를 가지게

될 경우) 어른은 어린이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정보를 가지

고 있을 경우 가격차별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6)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

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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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험시장에서의 경제주체별 무차별 곡선

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 전의 부

존점 E에서의 y값은 x값에 비하여 작게 된다. 하지만 (완전)보험에 가입

한다면 사고가 나기 전의 재산과 사고가 난 후의 재산의 기댓값이 같게

된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보험료의 지출로 인하여 재산이 줄어들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는 보험금을 받아 재산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점과 B점은 원점에서 45도로 뻗은 직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붉은색으로 나타내어진 곡선이 위험이 높은 집단의 무차별곡선, 푸른

색 곡선이 위험이 낮은 집단의 무차별곡선이다. 위험이 낮은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작기 때문에, 미래에 기대되는 재산의 수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보다 높다. 따라서 위험이 낮은 사람의 재산의 기댓값은 위험

이 높은 사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림 8]에서 보험 가입

후의 부존점 위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위험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

입 후의 부존점 A는 부존점 B보다 원점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존점 E와 A를 이어주는 선은 위험이 낮은 사람의 공정 보험

선이다. 즉 이 선상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공정한 보험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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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만약 부존점 A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지점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부분보험이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를 일부만 내고, 사고에

대한 보상도 그에 비례하여 일부만 받는 보험인 셈이다.

2. 연합균형(pooling equilibrium)

만약 보험회사가 두 분류의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분리균형

이 발생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사고 위험이 높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장에서는 연합균형

(pooling equilibrium)이라는 다른 종류의 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보험 회사가 한 개의 부존점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무차별곡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두 경

제주체의 한계대체율을 생각하면 두 무차별곡선이 어떤 형태로 교차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위험이 다른 두 운전자의 한계대체율7)을 생각

해보자.

  의한계대체율
  의한계대체율

보험에 가입하기 후와 가입 전의 재산을 각각 라 하면 다음이 성

립함이 알려져 있다.8)

   

  

7)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 A와 B의 두 가지 재화가 있다

고 할 때, B재화 한 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A재화의 양(A재화의 감

소량/B재화 한 단위)을 뜻한다.

8) 지면상 증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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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합균형이 될 수 있는 점

   

   

두 경제추체는 같은 부존점에서 보험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효용의 비율

인


항은 공통적으로 같게 된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




 

∴   

여기에서 도출된 식의 의미는 위험이 낮은 사람의 한계대체율은 위험이

높은 사람의 한계 대체율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즉 보험료 한 단위당 보

장받는 보험금의 양이 위험이 낮은 운전자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연합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서 푸른 곡선의 기울기가 붉은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고,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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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두 종류의 운전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존점 P에서

보험을 공급하게 된다. Arvidsson(2010)의 논문에도 보험회사가 두 분류

의 운전자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단일한 보험을 제시해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위험이 낮은 운전자가 위험이 높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9)

보험회사는 EF'의 가상의 선10)을 설정하게 된다. 이 선은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 ,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  의 비율만큼 있다고 가

정하였을 때 보험회사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선이다. 즉 균형이 연합

균형선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보험회사는 적어도 손해는 입지 않게 된다

는 뜻이다. 부존점 P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회사들의 경쟁으로 인하여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 연합균형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

3. 연합균형점의 안정성 고찰

[그림 9]에서의 부존점 P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더욱 매력적일 수

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험이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험 수준이

중간정도로 측정되므로 매력적인 점이다. 자신의 위험 수준보다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덜 매력적이다.

이 운전자 역시 위험수준이 중간정도로 측정되므로 위험이 과대평가되기

때문이다.

위험이 높은 운전자는 부존점 P를 제안 받았을 경우 보험에 더욱 많

이 가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 불균형의 이득을 최대한 많이

취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은 [그림 10]에서처럼 완전보험에 가

9) Arvidsson(2010)에서는 스웨덴의 보험시장의 예를 들면서 위험이 낮은 사람

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공식 명칭은 pooling line(Rothschild and Stiglitz, 1976)이고, 이 논문에서는

이하'연합균형선'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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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깨어진 연합균형

입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반대로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은 [그림

10] 에서처럼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보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두

가입자의 보험 가입 부존점이 연합균형선 상에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는 수지 상등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에 위배되게 된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위험이 낮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험 가입금액을 축소할 ‘디스인센티브’가 있기 때문

이다. 보험회사가 음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림 9]의 부존점 P는 분리균형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연합균형점

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위험이

높은 운전자와 낮은 운전자가 다른 상품에 가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

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존

점에서 경제주체들의 이탈이 발생할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고, 운전자는 보험에 가

입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험시장에서는 어떻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 내용은 3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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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험시장의 균형

1. 각 보험시장의 균형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시장에서는 연합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운전자에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

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과거의 사고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

능성이 있다.11) 또한 보험 가입 후에 자신의 운전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12)

보험회사가 두 종류의 운전자를 구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대신 이 두 부류의 구분을 위하여 각각의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의 영역

에 침범하지 않도록 보험을 설계할 것이다. 위험한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부존점을 B, 안전한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부존점을 A'라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 ≥    ≥ 

′ ≥   ≥ ′

위의 조건을 알기 쉽게 표현해 보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각각의 운

전자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효용이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의 효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여도 효용의 증가가

없다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조건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제시하는 제약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의 이동할 인센티브가 없어야

11) 역선택의 한 예이다.

12) 도덕적 해이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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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존의 시장(左)와 새로운 시장(右)의 균형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이 높은 사람이 위험이 낮은 사람의 보험에 가

입하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되는 조건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위험이 높은 운전자

가 위험이 낮은 운전자의 보험에 가입하여도 효용 수준이 증가하지 않게

설계하면 될 것이다. 이 조건을 [그림 11]의 좌측 그림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다음은 새로운 보험시장의 균형이다. 텔레마틱스 보험시장은 기존의

보험시장에서 성립하지 않았던 가정이 성립한다. 바로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각각의 운전자마다

서로 다른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의 두 무차별곡선

을 살펴보자. 이는 기존의 시장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새로운 시장이 의미 있는 이유는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

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텔레마틱스 기술은 위험이 높은 운전

자와 위험이 낮은 운전자 사이에 시장세분화13)를 가능하게 하여 위험이

13) 시장세분화: 상대시장을 몇 개로 구분(segment)하여 각 구분의 수용에 합치

하도록 제품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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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합균형선의 위치와 보험의

균형(Rothschild and Stiglitz, 1976)

낮은 운전자의 잃어버린 효용을 되찾아준다.

2. 불완전 균형

Rothschild and Stiglitz(1976)에서는 보험시장에서의 연합균형선과 시

장 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완전경쟁 하에서 연합균

형선 EF'이 부존점 B에 가까워지면서 분리 균형이 안정적으로 성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연합균형선이 A쪽에 너무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그림

12]에서의 부존점  를 경쟁사에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존점  는 두 종류의 운전자에게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운

전자의 무차별곡선보다 원점에서 더욱 먼 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존점

 를 제시받은 두 종류의 운전자들은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부존점 A‘와 B는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하여 균형점이 될 수 없다.

부존점 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점이다.



- 32 -

왜냐하면 연합균형선보다 안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보

험회사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시장은(위험이

낮은 사람의 비율인  값이 충분히 높을 때, 즉 연합균형선 EF'이

 ′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보다 바깥쪽에 있을 경우) 완전한 의미의

분리균형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만약 텔레마틱스 보험시장이 추가로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

가.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던 위험이 낮은 사람의 비율인  와 위험이 높

은 사람의 비율인  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텔레마틱스 보험시장은 위험률이 낮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다. 왜냐하면 텔레마틱스 기술로 인하여 운전자 자신의 주행 정보

와 운전 성향이 보험회사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텔레마틱스에 가입한 운전자가 위험이 낮은지 높은

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이 높은 운전자(H)는 기존의 보험시장에서 텔레

마틱스 보험시장으로의 이동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위험

이 낮은 운전자(L)들은 텔레마틱스 보험시장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위험

도에 맞는 보험료를 지불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순선택

(favorable-selection)이라 한다. 순선택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위험이 낮

은 운전자의 기존 시장 점유율인  의 값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연합

균형선이 부존점 B쪽으로 하강하게 된다. 이를 경제학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시장 내에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운전자에게 제

시할 수 있는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연합균형선이 하강하게 되면(위험이 낮은 사람의 비율인  값

이 충분히 작을 때, 연합균형선이 EF'에서 EF같이 변하게 될 때)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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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존의 보험시장의 분리균형

점  는 더 이상 가능한 점이 아니다. 연합균형선보다 부존점이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에게 음의 수익을 주는 점이기 때문이다. 경

쟁시장 하에서 어떠한 보험사도 부존점  와 같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존점 A‘와 B는 비로소 안정적인 균형점이 될

수 있다.

3. 보험시장의 균형 변화

가) 기존의 보험시장

앞의 논의에서 확인한 것 같이 기존 보험시장의 분리균형은 그 자체

로는 불완전하다. 하지만 새로운(텔레마틱스) 보험시장이 생김으로 인하

여, 위험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고, 연합균형선이 하강하여 균

형을 찾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은 완전경쟁시장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분리균형을 유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보험시장이 불완

전한 균형을 탈피하고 안정된 모습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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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위험 감소

나) 새로운 시장(텔레마틱스 보험시장)

텔레마틱스 기술은 보험 소비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 가입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기존에는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이 감추어진 정보 때문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보의 균형 상태에서는 자

신의 위험도에 맞는 보험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4]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 같이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은 부존점 A'대신 A를 제공받

게 된다.

이 현상은 Finkelstein and Poterba(2004)의 실험에서 설계된 부분과

정반대의 상황설정을 보인다. 기존의 보험시장과 대안이 되는 보험시장

사이에서 사람들의 자기 선택(self-selection)14)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은

동일하다. Finkelstein의 실험에서는, 정보 불균형의 유지로 인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였다. 반대로 텔레마틱스 보

험 시장은, 정보 불균형에서 균형 상황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위험이 낮

은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드는 순선택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자기 선택(self-selection): 역선택과 순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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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시장에서는 기존의 시장에서 극복하지 못하였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Bolderdijk et al.(2001)

의 실험에서 확인한 것 같이 운행기록 자가진단 장치의 부착 여부는 속

도위반 비중을 현저하게 줄여준다. 이는 텔레마틱스가 지속적인 감시효

과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Karlan and Zinman(2009)의 실험에서 설계한 이자율

인센티브에 의한 사람들의 반응도 텔레마틱스 보험 시장에 대입하여 설

명 가능하다. ‘원금을 제때 갚을 경우 미래에 이자율을 감면 제공한다’

는 실험 설계는 ‘위험하지 않게 운전하면 보험료를 인하를 제공한다’ 는

텔레마틱스 보험 설계와 비슷하다. 이러한 동적인 인센티브(dynamic

incentive)로 인하여 [그림 14]와 같이 위험이 높은 사람의 부존점이 B에

서 B'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감소하

고, 동시에 이들의 효용도 증가하게 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자. 텔레마틱스 보험 시장은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들이 순선택 현상으로 의하여 모이는 시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도 미래의 보험료 하락과 같은 인센티브로 인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그 결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역선택 문제와 더불어 기존 시장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시장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경제 모형에서 분석한 텔레마틱스에 대한 각 경제 주

체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현상들을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

른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이론과 같이 사고위험이 낮은 사람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려고 하는지, 보험회사들은 텔레마틱스 시행으로 이익을 얻어

지속적인 보험제공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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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텔레마틱스 보험의 성장률 예측

제 4 장 텔레마틱스의 시행과 인식

제 1 절 텔레마틱스 시장 현황

텔레마틱스는 1990년대에 미국의 Progressive社에 의하여 첫 선을 보

였다. 그 이후로 빠르지는 않지만 원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오늘날에 이

르고 있다. [그림 15]에서는 텔레마틱스 보험의 성장성을 나타낸다. 이

그림의 x축은 보험침투도15)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보험 가입 금액을

뜻한다.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텔레마틱스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62%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년 세계 원수보험료16)는 500억

유로(약 6,300억 원)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17)

15) 보험침투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납입액

16) 원수보험료:　보험회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

부터 받아들인 보험료.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경영분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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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회사별 텔레마틱스 보험 현황(현대해상 보험연구센터, 2013)

텔레마틱스 보험은 위에서 언급된 운전자, 보험회사, 그리고 사회 전

반에 이득을 가져옴에 따라 사용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전체 자동차 보험시장의 20% 가량을 텔레마틱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기

존의 보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1. 국내의 텔레마틱스 보험 시행 현황

한국에는 아직 완전한 의미의 텔레마틱스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인 주행거리 직

접 제출 방식(user-report system)은 존재한다. 한국은 현대해상, KB손

해보험, AXA손해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 하나인 현대해상은 연간 주행거리가 1만

km 이하이면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또한 KB손해보험은 마일리지 특별

약관을 통하여 연간 4천km 이하이면 29%, 1만km이하이면 14%를 할인

시장분석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17) 자동차보험산업의 이슈와 전망 (보험연구원, 2015.09.)



- 38 -

을 제공한다. 보험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넛지(Nudge)18)’ 전략을 시행한다.

‘넛지’의 예를 들어보자.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의 발

판에는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다. 출근 시간에 바쁜 사람들은 자연스럽

게 왼쪽 편에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른쪽 편에 서서 가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만약 노란색 선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운

데 혹은 무작위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있는 계단은 오르기 힘

들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피아노의 건반으로 형

상화하여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빛과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 그 이

후로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한다. 건강에 좋으니

계단을 이용하라는 홍보를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행거리 직접 제출 방식을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운전을 덜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텔레마틱스 보험처럼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

지만,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인 보험료 감소라는 ‘넛지’를 제공

하고 있는 것이다.

18) 넛지(nudge):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등은 ‘넛지(nudge)’라는

제목의 책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러한 간접적인 개입방법은 특정한 방향의 선택을 금지시키거나 특

정한 방향으로 반응할 때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직접적인 개입방식과 구별되는

데, 그 차이는 개인의 선택을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를 개인에게 보다 더 많이

부여한다는 점이다.



- 39 -

[표 4] 주요 보험회사의 UBI상품과 할인율

2. 해외의 텔레마틱스 보험 시행 현황

미국은 세계 최대의 보험시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

되고 있다. 미국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 2004년 1,580억 달러에서 2013

년 1,750억 달러로 성장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이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

은 성장률이다.19)

이러한 환경은 텔레마틱스 보험에 대한 매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

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많은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사용자

기반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험사들은 초기에 할인을 실

시하고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 30%에서 50%까지 할인을 제공하

여 고객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다. CIPR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47개 지역구 중에서 5개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California, New Mexico,

Puerto Rico, Virgin islands, Guam을 제외한 지역구에서 운전자 기반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3개 지역구에서는 5개가 넘는 보

험회사가 텔레마틱스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일찍이 데이터를 활용한 운전자별 맞춤형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였다.20) 영국의 InsureBox社는 연간 8천만건의

19) 미국의 텔레마틱스 운전자성향 보험시장 현황 (보험연구원,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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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국가의 텔레마틱스 보험 시행 목적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들은 운전자의 보험가입

전 약 1개월간의 운행정보를 기록한 후 보험료를 책정하고, 운전자의 가

입 이후에도 안전운전 정도에 따라 할인 등 부가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의 Marmalade社는 타사처럼 텔레마틱스 자동차보험이 주로 운전

행태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고객의 주행정보

분석을 통한 운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최저요율의 보험

료를 부과한 후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매일의 운전을 평가하며, 경고 수

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운전

관련 개인별 특화된 e-러닝을 실시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하여 고객의

운전능력 향상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도 텔레마틱스 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표 5]에서는 각 국가의 텔레마틱스 보험의 목적을 나타낸다. 차량 도난

이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보험사기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텔레마틱스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율이 높은 남아공에서는 사고율 감소를 위

하여, 아일랜드에서는 Y세대21)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라

는 목적 하에 실시되고 있다.

20) 빅데이터의 보험산업 활용 시사점 (보험개발원, 2013.11.)

21) Y세대: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칭한다. 세계 제2차 대

전 이후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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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정보공개에 대한 시각차

제 2 절 각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텔레마틱스 보험

1. 소비자의 텔레마틱스 보험 인식

딜로이트(Dilloitte)社의 조사에 의하면, 사용자 기반 보험을 원하는 사

람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22)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사용자 중 27%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자 기반 보험을 사용

할 용의가 있고 26%는 보험 할인율에 따라서 사용할 의향이 달라진다고

답하였다. 이 자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텔레마틱스 보험이 제공하는 초

기 보험료 인하, 그리고 운전기록 전송을 통한 추가 보험료 인하 모두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텔레마틱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성별로 알아보자.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대체적으로 운전을 조심스럽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들

은 작은 혜택이 있더라도 일단 보험에 들기를 원한다. [그림 1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여성들이 텔레마틱스 보험 가입 후 원하는 할인율은 남성

이 원하는 할인율보다 더 작다. 여성들은 보험료 할인을 적게 해 주어도

22) Sam Friedman and Michelle Canaa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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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보험료 감소폭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은 텔레마틱스 시장을 선호하고, 이는 순선택 현상이다’라

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사용자 기반 보험은 편리하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바꾸어 미래의

추가적인 인하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

련이다. 텔레마틱스를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운행 정보가 고스란히 드

러나게 되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신용도

등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인 정

보의 유출의 이유만으로 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

다. 정보 보안이나 사고 시의 대책들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용

자 기반 보험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비

자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대

비책을 세워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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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의 텔레마틱스 보험 인식

보험 공급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기존의 보

험을 포기하고 텔레마틱스 보험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존의 보험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일, 마땅히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텔레마틱스 시스템 도입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텔레마틱스 보험은 기본적으로 초기 장비 구축에 비용을 많이 사용하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소형사의 경우에는 정확한 보험료 산

출을 하려다 오히려 막대한 비용으로 인하여 더욱 손해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는 텔레마틱스의 비용 문제를 극복하도록 이 기술

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보험 전문 용어인 손

해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 손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받는 돈 대비 보험료로 지출하는 돈을 말한다. 이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

록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수년째 80%를 기록하고 있다.23) 보험회

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손해율 수준은 77%로 알려져 있다.24) 100의

보험료를 받으면 사고처리 비용으로만 77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적정

수준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을 분석해보면 삼성화재 79.6%, 현대해상 86.9%, 동부화재 85.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자동차보험 손해율 고민, 텔레매틱스 보험으로 해결하나” (The Daily Post,

2015.09.)

24) 손해율에 영업비 비율을 더한 수치가 100%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입

게 된다. 따라서 영업비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손해율 수준은 70%~80%을 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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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안전점수에 따른 예측 손해율(현대해상 리서치센터)

[그림 18]은 안전점수에 따른 손해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의 x축

은 보험회사가 정한 안전점수에 따른 10분위 점수이고 y축은 각 분위

사람들의 손해율이다. 수치를 분석해보면, 안전운전 점수에 따른 예측 손

해율은 안전점수 상위 10%에서 평균 손해율의 30% 수준으로 하락하였

고 안전점수 하위 10%에서는 평균 손해율의 2.5배까지 상승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안전점수 하위 20%의 사람들은 보험회사의 손

해를 안겨주는 것이 분명하다. 보험회사의 고민은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

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하지

만 처음부터 자신의 위험한 운전습관을 정직하게 말하고 높은 보험료를

내고자 하는 (위험이 높은)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보험사의 수익은 [그림 19]처럼 2차함수의 곡선 형태를 보인다고 이

해할 수 있다. 즉 안전점수 기준으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어한다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19]의 그래

프를 확인하여 보자. 이 그래프의 x축은 안전점수, y축은 보험회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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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보험제공자의 수익 그래프 (Hippner & Wilde, 2003)

익을 나타내고 있다. 초반에 기울기가 가파른 것은 위험하지 않은 운전

자들이 사고 처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유는 위험한 운전자들이 사고처리 비용을 많이 요

구하기 때문이다.

텔레마틱스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수익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여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에 위험이 낮은 사람들(customers with

positive profit contribution)의 비중이 많아지게 한다. 경제 주체들의 순

선택(favorable-selection)현상에 의해서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이 많이 존

재하는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음의 수익을 주는 사람들의 행

동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19]에서 안전점수가 100%에 가까워

질수록 보험사의 수익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텔레마틱스 장비의 감시효과로 보험회사는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의 도덕

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자의 비중 증가는 보

험회사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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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국 보험산업과 Progressive社의 수익 지표

마지막으로 텔레마틱스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 기업들과, 텔레마틱스

를 사용하는 Progressive社의 재무 성적을 비교해 보자. [표 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미국 보험산업 전반과 텔레마틱스 보험을 제공하는

Progressive社의 수익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5) 영업비와 손해

율을 합한 비율은 미국 보험산업의 경우 94.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으면 5.6%의 수익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Progressive社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87.3%로 나타난다. 이 회사

의 경우 텔레마틱스가 영업비에서 큰 절감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따라 손해율이 달라지는 보험산업

의 수익구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텔레마틱스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게 만들 것이다. 안전점수가 낮은(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가입을

통제하고 안전점수가 높은(사고 위험이 낮은) 운전자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보험회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텔레마틱스 보험을 사용할 것

으로 예측된다.

25) 물론 미국 보험산업 전체가 텔레마틱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유의미한

비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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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 논문은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텔레마틱스의 개념과 특징을 설

명하였다. 또한 텔레마틱스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임을 확

인하였다. 텔레마틱스로 인해 운전자는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받고, 회사

는 더 정교한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올바른 보험

문화를 정착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텔레마틱스 기술로 인하여 기존의 보험시장과 새로운

보험시장이 분리되어 공존할 수 있음 확인하였다. 또한 각각의 시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와 사고 위험이 낮은 운전자는 안정적인 분리균

형을 이루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을 침

범하지 않고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파레토 개선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보험 약자이다.

자동차 보험 산업에서 보험 약자는 위험이 낮은 운전자들이다. 그들은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로 인하여 정보의 불균형으로 상황에서 높은 보험

료를 지불한다. 텔레마틱스 기술은 보험 약자들의 권리와 잃어버린 경제

적 효용을 찾아 준다는 점에서 필자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개발원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전자 행동

기반 보험에 대한 상품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재직

중인 필자는 이러한 보험 개발원의 시도를 적극 찬성한다(언젠가는 직접

기여할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시장만큼은 역선택현

상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해소되어, 보험 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험에 가

입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보험 산업 발전을 기원하

며 이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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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Usage-Based Insurance :

Focusing on Tel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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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based insurance was introduced in the insurance market.

User-based insurance is divided into Telematics and user-reporting

systems. Through telematics insurance, companies are able to more

accurately calculate insurance premiums. The driver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premium reduction by providing driving information to

th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insurance companies are now able

to prevent insurance fraud and to develop various types of insurance

products. In this paper, for a more explicit discussion, I analyzed the

equilibrium of the current insurance market and Telematics market on

an economic basis. After analyzing the equilibrium of the insurance

markets, I concluded that the new bal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risky and safe drivers. In particular, safe drivers who had

suffered from information asymmetry are expected to get their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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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in the Telematics market. The end of this paper has looked at

the awareness in the Telematics insurance market of insurance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I

think that Telematics insurance will continue to evolve in the future.

keywords : Usage-Based Insurance, Telematics,

Pay-As-You-Drive insurance, separating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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