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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완화는 OECD 가입 후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대외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보험의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가 선행되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보험업계는 보험료율이 자유화 

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부적정한 요율이 만연하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 

며， 무보험자가 양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도입시기를 늦추 

어줄 것을 감독당국에 건의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9년이란 시간이 흐른 2002년 

4월에는 보험료율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요율규제 완화가 보험료율， 서비 

스， 부보율은 물론 자동차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과 소비자의 후생 등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보험산업 지표들의 추세에 관한 단 

순분석을 통해 보험료율의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예측한 보험개발원 (1998) 과 박충영 (19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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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율의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 

당히 많은 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요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험료율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규제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 

용한 점은 대체로 같으나， 그 연구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Joskow (1973) , 

Ippolito (1979) , Frech and Samprone (1980) , 그리 고 D’Arcy(1982) 는 요율규제 가 단위 보험 료를 증가 

시켜 손해율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Paulyet 떠. (1986) 과 Harrington (1987) 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9년여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된 자동차보험료율의 규제완화에 따른 효 

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요율규제의 효과에 관 

한 여러 가설들과 규제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다중회귀모형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1980-1999년 동안의 157ß 광역시 • 도별 강제 (책임) 및 임의 (종합) 

보험 원수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자료와 12개 자동차보험사의 1991-2001년 동안의 계약상황과 

손해상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ll. 假設과 模型의 設定

1. 보험료율의 규제완화 추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사는 1994년 3월 이전까지는 정부의 요율규제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다가， 1994년 4월부터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 

적으로 요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0년 4월에는 범위요율규제가 폐지되었고 부가 

보험료가 자유화되었으며， 2002년 4월에는 마침내 순보험료 자유화를 통해 보험료율의 완전자 

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료율의 자유화는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보험사의 요 

율산출능력 확보의 필요성， 정부의 획일적 요율규제로 인한 보험사의 악화된 재무상태 개선，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보험서비스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다. 1994 

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완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 가설의 설정 

1) 요율규제 완화이 일반 효과에 관한 가설 

전통적으로 보험료율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보정한다는 견지에서 시행되어 왔 

다. 그러나 Stigler (1971) 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생산자의 이윤만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그 철폐 

를 주창하였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개방과 정부의 요율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해 옹 것이 기존 국내보험사들의 행태였음을 생각할 때 요율규제 완화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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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험료율의 규제완화 추이 및 보험료 산정체계 

구분 1994. 4월 1995. 8월 1996. 8월 1995. 4월 2α)(). 4월 2α)2. 4월 

범위요율 범위요율 
기본보험료 

(:t3-10%) (:t6-20%) 
회사별 

가입자특성요율 
범위요율 범위요율 범위요율 폐지 순보험료 
(:t 10%) 폐지 부가보험료자유화 제도도입 

범위요율 범위요율 
할인·할증률 

(:t1O%) (:t20%) 
"-----

×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홈페이지 (htφν'www.fssα~kr) 자료실. 

Stig1er (1971) 의 주장에 토대를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설을 검정한다. 첫째， 규제하의 보험료율은 경쟁하의 

보험료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으며， 요율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의 지급비율(손해율)이 규제하에서 더 낮을 것이다 1) 셋째，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의 비율이 규 

제하에서 더 낮을 것이다. 

2)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에 대한 요율규제 완화효과에 관한 가설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또는 책임보험)의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정부가 보험 

료율 안정을 위해 규제를 할 때에는 단기적으로 규제요율이 경쟁요율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반 

면 임의보험(또는 종합보험)의 경우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보험으로 수요자가 공급자의 가격변 

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작용하 

는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덜 엄격한 요율규제를 하며， 따라서 강제보험에 비해 규제요율이 상대 

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3) 보험생산자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요율규제 완화효과에 관한 가설 

본 연구에서는 보험생산자에 대한 효과로 “규제가 효율적인 기업들잉의 합리적인 요율분류와 

1) 일반적으로 경쟁하에서는 기업틀이 평균수입과 평균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기보다 

한계수입， 즉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를 고려할 때 자신의 한계이 

윤을 0으로 만드는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가격어 설정된 경우 효율적인 대기업들은 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험지급금을 증가시키거나， 광고 및 부가서비스의 증가를 통해 한계이윤 

이 。이 되도록 기업을 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기간통안 임의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비율(손해융)이 증가하는 지 살피는 것은 Stigler (1 971)의 규제효과(규제가 손해율을 감소시킨다)를 검 

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쟁이 보험사가 그 동안 누려온 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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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인하를 막아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고， 비효율적 기업들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는 Joskow (1973) 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규제는 대규모 보 

험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반운영비에 상응하는 낮은 보험료율로 낮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규 

제하에서 유의하게 낮은 손해율을 나타낼 것이다. 둘째， 규제가 대규모 보험사들의 혁신적인 

요율분류를 막는다면 규제하에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비규제하에서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다. 

이 두 가설을 상기한 일반 효과에 관한 가설들과 함께 검정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효과를 보 

다잘파악할수있다. 

한편 경쟁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기업들이 요율을 정교하게 분류하여 불량상품에 대 

해서는 기피하거나， 높은 요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제하에서는 요율 분류가 

금지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규제요율을 따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 보험사는 규제요율이 합리적인 요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불량상품을 서 

로 인수하고자 할 것이나， 규제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사별 인수를 거절하고 꽁동으로 인수 

한다. 즉 업의보혐의 경우 요율규제가 무보험자의 증감과 불량상품의 공동인수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효과를 검정할 수 있다. 

4) 요율규제 완화의 단 · 장기 효과에 관한 가설 

규제하에서는 규제시차의 존재 때문에 단기적으로 규제요율이 경쟁요율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뒤늦게 보전해야 하므로， 손해율 변동과 요율조정액이 크고 요율도 자주 

변경될 것이다. 반면 규제완화 시기에는 손해율 변동과 요율조정액이 크지 않고， 요율도 자주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손해율의 총분산 및 보험료율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시차 

의 존재 여부를 검정할 수 있다. 

보험료율규제 완화의 장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규제시차가 반영되지 않는 차량당 보 

험청구금액과 보험청구건수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보험청구금액이나 보험청구건수는 규제 

자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하에서도 이윤 확대를 도모하려는 합 

리적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차량당 청구건수와 차량당 지급보험금을 낮추려는 경 

향이 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 보험사는 자사 이윤의 유지 및 확대를 위 

해 장기적으로 Bonus-Ma1us 체계1 등을 개선함으로써， 사고율이 낮은 보험자를 우대하거나 보 

2) 일반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는 상위 기업들이 여가에 해당된다. 이들은 효율적인 요율분류체계 

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Lem뻐e(1988) 에 따르면 BMS(Bonus-Malus System)는 “'merit-rating system" 또는 “no-c1뻐n-이scount system" 으 

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과거의 사고이력에 따라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즉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피보험자들에게는 할인된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체계를 말한다. BMS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피보험자가 운전할 때 주 

의하도록 하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청구건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불하 

도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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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청구빈도 및 청구액을 줄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종속변수를 차량당 보험청구액과 

보험청구빈도로 설정하고 규제완화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장기 효과를 파 

악할수 있다. 

3. 모형의 설정 

1) 일반 효과모형 

요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요율편차， 1인당 경과보험료，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 

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각각 〈표 2)와 같으며， 이 중 연 

속적인 값을 갖는 변수들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2) 강제 및 임의보험료율에 대한 효과모형 

강제 및 임의보험료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자료 확보가 가능한 총원 

수보험료를 총보험금지급액과 규제더미에 각각 회귀하였다. 

〈표 2) 일반 효과모형 

종속변수 요율편차 
1인당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경과보험료 

그X」;= t=T 。 O 。 。 。

가입건수 。 。 。 。

인구밀도 。 O 

1인당 경과보험료 。 。

운영자산 。

총자산 。 O O 

독립변수 손해율 。 。

시장점유율 O 。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 O O O 

보험가입자당사고빈도 。 。 O 

특정물건수 。 。 。

규제더미 。 。 。 。 O 

고정효과상수 。 。 。 O 。

〈표 3) 강제 및 임의보험료율에 대한 효과모형 

뿐
 

소
 「

종
 

강제보험 총원수보험료 임의보험 총원수보험료 

독립변수 

총보험금지급액 

규제더미 

고정효과상수 

。 。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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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효과모형 

생산자효과 소비자효과 

종속변수 상위 4대 보험 상위 4대 보험 

사별손해율 사별 시장점유율 
불량물건수 임의보험 부보율 

소득 。 。 O 

가입건수 。 。

인구밀도 。 。 。

가입자 1인당 경과보험료 O 。

운영자산 。 。

총자산 

독립변수 손해율 。 。

시장점유율 。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

보험가입자당사고빈도 。 O 。

특정물건수 。

규제더미 。 。 O 。

고정효과상수 O 。 。 。

3)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효과모형 

생산자에 대한 효과에 관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상위 4대 보험사별 손해율과 시장점유율을 

〈표 4)에 제시된 독립변수들에 대해 각각 회귀하였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효과에 관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불량물건수와 임의보혐의 부보율을 〈표 4)에 제시된 독립변수들에 대해 각각 회귀 

하였다. 

4) 단기 및 장기 효과모형 

보험료율의 규제완화에 따른 단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기간을 규제기간과 규제완화기 

간으로 구분한 다음， 각 기간동안의 손해율의 총분산 (02) 을 구해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총분산은 식 (1)과 같이 구해지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수익구조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σ2 _ J;(Xi - μ)2 
-------

N 
끼
 
U 

( 

여기서 Xi는 개별관측치， μ는 관측치의 평균， 그리고 N은 관측치의 갯수이다. 

또한 장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규제시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입자 1인당 사고빈도와 지 

급보험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표 5)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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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기 효과모형 

종속변수 가입자 l인당 지급보험금 가업자 1인당사고빈도 

그i」= t:T 

가입건수 。

인구밀도 。

가입자 l인당 경과보험료 

I인당지급보험금 。

운영자산 O 

독립변수 
총자산 

손해율 

시장점유율 。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보험가입자당사고빈도 。

특정물건수 。

규제더미 。 。

고정효과상수 。 。

1lI. 資料와 推定方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강제 및 임의보험별 요율규제 완화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구득이 가능한 1980-

1999년까지의 157R 광역시 · 도별 강제 및 임의보험 원수보험료와 지급보험금 자료(관찰접 수는 

2857R예)를 사용하였다.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보험사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1-2001년까지 

의 127R 자동차보험사의 계약상황과 손해상황 자료(관찰점수는 1327R)를 사용하였다 5) 아울러 

대상기간 동안의 전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시 · 도별 면적， 시 · 도별 경제활동인구 

와 같은 사회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이 한편 가격 수준과 관련되는 모든 지표는 소 

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2(뻐년의 불변가격 수준으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들 

4)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의 경우 3개년도의 자료밖에 없어 경남에 포함시켜 15개 광역시 · 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1986년， 그리고 대전시는 1989년에 광역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각각 

1980-1985년과 1980-1988년 동안의 관측치가 없어서 총 2857TI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보험통계연감(1980-1999) 이다. 

5) 계약상황에 대한 자료로는 보험사별 계약건수， 보험료， 시장점유율， 경과보험료 퉁이며， 손해상황에 

대한 자료로는 보험사별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손해율 퉁이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보험통계월보 

(1991-2001) 이 다. 

6) 본 연구에서는 전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시 · 도별 

인구밀도는 시 • 도별 경제활동인구를 시 • 도별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 값을 대리변수로 사용했고， 보 
험사별 추정에는 이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의 htφ://kosis.nso.go.kr/.사회지표 

(1980-20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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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대 및 중소 보험사의 요율편차 추。l 

의 연구기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율편차 

요율편차 자료는 보험사별 1인당 경과보험료와 연도별 보험사 전체의 1인당 평균경과보험료 

를 산정한 다음， 후자에서 전자를 뺑으로써 산정되는 절대평균편차를 사용하였다. 시장점유율 

에 따라 구분된 4대 보험사와 기타 중소 보험사7)의 요율편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 

은데， 4대 보험사의 요율편차와 변동이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보험사의 수익구 

조가 보다 안정적이고 요율분류체계가 보다 정교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보험료율 

보험료율 자료는 보험사별 총경과보험료를 보험사별 보험가입자수로 나누어 산정된 1인당 

경과보험료를 사용하였다. 4대 및 중소 보험사의 1인당 평균경과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사의 1인당 평균경과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4대 보험사가 중소 보험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손해율 

보험사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손해율이 높을수록 수입에 비 

해 비용이 큼을 나타낸다. 경과보험료는 통상적인 수입보험료에 전기이월 미경과보험료를 더 

하고 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생손해액은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급보험 

7) 본 연구에서 상위 4대 보험사는 총계약금액 대비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보험사로， 그리고 중소보 

험사는 상위 4대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보험사로 정의하였다. 4대 보험사에는 삼성， 현대， LG, 

통부가 해당되고， 중소 보험사에는 아메리칸 홈， 대한， 동양， 제일， 국제， 리젠트， 신동아， 쌍용이 해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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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대 및 중소 보험사의 1인당 평균경과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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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대 및 중소 보험사의 평균손해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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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지급준비금환입액을 더하고 지급준비금적립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8) 4대 보험사와 기타 

중소 보험사의 평균손해율 추이를 나타낸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사와 중소 

보험사의 손해율은 199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소 보 

험사의 손해율 변동이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소 보험사의 수익구조와 요율분류체 

계가 보협정책 변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 보험용어사전 http://www.kidi.or.kr/kc/term빼dex.asp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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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율 

사업비율은 순사업비아를 경과보험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부문에 

한정된 사업비율을 구해야 하나， 보험통계연감에는 이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 

험사 전체의 순사업비율을 자동차보험부문 사업비율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 

업비율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대리변수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는 4대 및 중 

소 보험사의 평균순사업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 그럼에서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9년을 제외하고는 4대 보험사의 사업비율이 중소 보험사에 비해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5) 상위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상위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은 전체 보험사의 각 연도 계약금액에서 4대 보험사의 각 연 

도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위 4대 자동차보험사는 삼성， 현대， 

LG, 동부보험으로 127ß 전체 자동차보험사 보험계약액의 60-70%를 점하고 있다. <그림 5)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위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은 199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2.71%씩 상승하였으며이 보험료율의 자유화 이후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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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로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현재의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험인수경비 (underwriting expenses) 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대리접 수수료， 신계약비， 일반관리비 (임직원 급료， 임차료， 기타비용) 등이 

포함된다. 

1이 허핀달지수 (HI)는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로서，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다 

음 합산하여 구한다. 허핀달 지수는 독점산업이면 10， 000이고， 경쟁시장일수록 이 지수는 작아진다. 

미국 상무성은 이 지수가 1 ， 000을 상회할 때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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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위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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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4대 및 중소 보험사의 보험가입자당 평균사고율 추이 

로보인다. 

6) 보험가입자당 사고빈도 

2000 

125 

2002 

2002 

보험가입자당 사고빈도는 보험사별 보험가입건수로 사고건수를 나누어 구한 값으로， 보험료 

율의 규제완화에 따른 장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변수는 각 보험사의 평균사 

라 보험산업의 경우 허핀달지수는 1991-1994년동안 연평균 1.4%의 감소를 나타냈으나， 1995년 이후 

연평균 4.7%의 상승을 보였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허핀달 지수는 1 ， 5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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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대 및 중소 보험사의 보험가입자당 평균지급보험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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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고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ll)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사의 사고율이 중소 보험 

사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대 보험사의 위험집단 분류가 보다 정교했음을 알 

수있다. 

7) 보험가입자당 지급보험금 

보험가입자당 평균지급보험금은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4년 이후 비교적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9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 불량물건 수 및 불량물건당 보험료율 

보험 가입대상자 중에는 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특정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어 일반보험시장에 

서 인수가 거절된 집단이 있는데 이를 불량물건이라고 한다. 이들은 단일요율체계 하에서는 공 

동인수시장을 통해 거래되었기 때문에 우량계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반 

면 범위요율제 하에서는 범위요율과 특별할증시 최고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불량 

물건 수 및 불량물건당 보험료율 추이를 나타낸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량물건 수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동인수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보험료율도 1996년을 기점으 

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을 알 수 있다. 

9) 임의보험 부보율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의보험 부보율은 1997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이 는 1994년 할인 • 할증율， 1995년 가입자 특성요율의 범위요율제를 거쳐 1996년 

8월 기본보험료까지 범위요율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1) 이하의 분석에서는 가입자당 사고빈도를 사고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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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법 

127 

본 연구에서는 요율규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80(또는 1991) -1993년까지는 1, 1993년 이후 

시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도입하였다 12) 또한 I 장에서 설정된 모형들을 패널자료를 

이용해 추정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모형 (common m때el) , 고정효과모형 (fixed 

12) 보험료율규제의 완화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완화대상과 정도가 연도별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된 시기별 더미변수를 사용해서 추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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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modeI) , 그리고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 

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13) 단순히 추정결과를 비교할 목적으로 단순모형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범용 계량분석 패키지인 E-VÌews를 사용하였다. 

E-views를 사용하면 단순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그리고 확률효과모형을 비교적 손쉽게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널자료에 대해 횡단면 이분산의 존재를 가정한 모형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패널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LS방법을 사용하였고， 계열 

상관 문제가 있는 경우 자기회귀항인 AR(P)을 포함하여 계열상관을 제거하였다. 

N. 料率規制 線和效果의 추정 

1. 요율규제 완화의 일반 효과 

1) 요율분포 

여기에서는 12개 보험사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해 규제완화 시기 전후의 요율분포 형태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별 1인당 보험료율편차를 전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인구밀도， 1인당 경과보험료， 총자산， 손해율， 사고빈도， 상위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 

율， 그리고 규제더미변수에 회귀하였다. 

먼저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험료율 편차는 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1 

인당 경과보험료와 손해율이 클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규모가 큰 보험사 

일수록 요율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자산규모가 큰 보험사일수록 합리적인 요 

율 분류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보다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요율을 보다 안정적으 

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씨 반면 상위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의 부호는 양 

(陽)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집중이 심화될수록 요율편차가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지표가 독점력의 지표가 된다는 그간의 주장15)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1인당 사고빈도가 클수록 요율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사고빈도가 클수록 보 

험사의 요율분류가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율편차에 대한 규제효과는 Stigler (1971) 가 제시한 음(陰)의 형태로 나타나 규제시에는 보험 

13)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자료가 일정기간 동안의 모집단 전체이므로， Kennedy (1994, pp.222-223) 의 견 

해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중 고정효과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사용되는 자 

료가 모집단 전체인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반면，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한 경우에는 자유도 

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14) 이는 손해율을 통해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를 살펴보거나， 보험사별 손해율의 총분산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뒷 부분을 참조. 

15) 시장점유율은 총계약금액에서 개별사의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점유율로， 그 동안 독점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입각해 정책이 입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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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율편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조。소 --，버 '-'스↑ 요율편차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572.4β. 135) *** 

보험사별 아메리칸홈 375.0(4. 863) *** 

더미변수 대한 • 376.7(4.905) *** 

동양 376.5 (4. 907) '** 

제일 376.4(4.902) "* 

국제 376.6(4.906) '" 

리젠트 376.5(4.894)'** 

신동아 377.4(4.919)'** 

쌍용 376.4(4.904) **' 

삼성 377.9(4.929)**' 

독립변수 현대 377.5μ.92깅 **' 

LG 377. 1 μ.918) **' 

동부 378.0 (4.931) *** 

」λ、-프=드누 4.188(-4.094)**' -3 .. 137 (-4.083) '** 

인구밀도 -97.55(-4.410)*" 63.58(-4.322)"* 

경과보험료 3.264(-3.903)*'* 1.692(-2.028) .* 

총자산 -0.293 (-4.004) *" 0.922(-3.228)'** 

손해율 -1.299(-2.657)*'* 1.137(-2.730)***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29.51 (4.24어 '*' 22.30 (5. 115) **' 

사고빈도 1. 933 (4. 466) '*' 1. 623 μ.59이 '** 

규제더미변수 2.629(-4.436)*'* 1.457(-2.450)'* 

AR(l) 0.265(一5.933)*'* 0.334(-7.027)'*' 

R2 0.646 0.884 

더빈-핫슨 통계량 1. 642 2.023 

관찰점수 120개 (1 991-2001) 

주: ( ) 안의 값은 t 통계량으로 *"는 1% 수준， 그리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냉. 

사가 요율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요율규제가 요율편차와 무관하다는 

Ippolito (1979) 의 결과와는 상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정부의 보험료율규제가 초 

기 요율규제의 목적， 즉 보험사간의 출혈적 요율경쟁을 막는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이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약했던 일부 중소 보험사의 생존이 어느 정도 가능했 

을것으로사료된다. 

이 보험료율 

요율규제의 완화가 보험료율 수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보험사의 일인당 경과보 

험료에 대해 전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가입건수， 총자산규모， 시장점유율， 상위 4대 보험 

16) 실제로 미국의 몇몇 경쟁요율이 적용되던 주에서는 보험사간 시장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재무상 

태가 악화된 보험사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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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총시장점유율， 불량물건수， 그리고 규제더미를 회귀하였다. 

〈표 7)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가입 차량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사의 총자산규모가 크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1인당 경과보험료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1인당 경과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료율에 대해 비탄력적인 반면 4대 

보험사의 서비스나 광고 또는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대 보험 

사의 시장확대정책이 요율경쟁보다는 서비스나 광고 등을 통한 경쟁이 주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한편 사고확률이 높은 불량물건을 보다 많이 담보할수록 경과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험사별 고정효과 측면에서 보면 4대 보험사의 보험료율이 

중소 보험사보다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험료율의 차이가 대상기간동안 4대 보 

험사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일부 기여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요율규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규제시에 1인당 경과보험료가 약 36% 정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규제시의 낮은 강제보험료 

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8) 이상의 결과는 요율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서비스나 요 

율산정능력에서 미흡한 중소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보험 

사의 시장집중에 대한 억제효과도 그리 크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다만 추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규제가 생산자의 이윤만을 증가시킨다는 Stigler (1971)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3) 손해율 

보험사는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규제상황에서 보험지급금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을 경우 소비자의 후생은 규제가 없을 때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요율규제 시기동안의 손해율이 규제완화 시기보다 더 낮은 지를 분석하기 위해 손해 

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가입건수， 인구밀도， 운영자산， 4대 보 

험사의 총시장점유율， 불량물건수， 그리고 규제더미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과 보험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손해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인구밀도， 운영자산，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그리고 불량물건수가 증가할수 

록 손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더미변수의 계수추정치 부호는 음(陰)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규제시의 경과보험료가 규제완화시보다 더 낮았다는 〈표 7)의 결과를 고려한다 

면 규제시의 보험지급금이 대단히 적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 규제시의 손해율이 더 낮은 이 

17) 실제로 이런 결과는 보험개발원 (1998) 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즉 보험가입자틀이 자동차보험사 선정의 

첫째 요인으로 요율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일반 

운영비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분석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 실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임의보험부문에서는 요율경쟁이 일어나 임의보험료율은 약간 떨어진 반면， 

캉제보험료율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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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조。소 --，벼L!스1 
가입자당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경과보험료 

상수 10.379 (6.322) *** 

보험사별 아메리칸흠 14.73 (17. 06) *** 

더미변수 대한 14.51 (16. 79) **. 

동양 14.47 (16. 78) **. 

제일 14.51 (16. 82) **. 

국제 14.46 (16. 75) **. 

리젠트 14.67 (16. 86) **. 

신동아 14.39 (16. 7이 **. 

쌍용 14.48(16.77)*** 

독립변수 
삼성 14.38 (16. 65) *** 

현대 14.45 (16.85) *** 

LG 14.43 (16. 79) **. 

동부 14.44(16.8껴*** 

-까i、-도-특1 -0.420(-3.47이 *** 0.686(-12.58)*** 

가입건수 0.537(-9.909)*** 0.393(-8.313)*** 

총자산 0.067(2.275)** o. 187 (6. 463) *** 

시장점유율 0.436(7.27이 *** 0.246(5.759)**'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1.551 (6.51씨 *** 0.705 (5. 705) *** 

특정물건수 O. 여0(5.875)*'* 0.038(10.73)*** 

규제더미변수 0.300(-8.365)*'* 0.358(-12.56)**' 

R2 0.898 0_999 

더빈-핫슨 통계량 L711 2_034 

관찰접수 1327~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으로 *.*는 1% 수준， 그리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냄. 

러한 결과는 규제가 기업의 이익만을 증가시킨다는 Stigler (1971) 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4) 사업비율 

보험사가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업비율2이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사업비율을 감소시키 

19) 이는 규제의 장기 효과를 분석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20) 본 연구에서 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수입보험료로 나누어 구하였다. 이때 순사업비는 (보험수업에서 

보험지급금과 이윤을 제해 산정되는) 지급경비에서 수입경비를 차감해 구하였다. 지급경비에 포함되 

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급여와 임금， 일반관리비， 손해조사비， 대리점수수료， 수재보험수수료， 모집비， 
신계약비， 수금비 퉁이며， 수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이익수수료， 수재예 

탁금이자를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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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손해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손해율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27.28 (10. 41) '" 

보험사별 아메리칸홈 27. 14 (8.253) '" 

더미변수 대한 27.39 (8.441) '" 

동양 27.36(8.478)'" 

제일 27.24(8.479)'" 

국제 27.31(8.41껴 '" 

리젠트 27.33(8.324)'" 

신통아 27.31 (8. 445) "* 

쌍용 27.24(8.417) '** 

독립변수 
삼성 27.31 (8. 509) '" 

현대 27.31(8.49깅 '*' 

LG 27.37(8.49η .** 

통부 27.24(8.47이 "* 

:î:、E「드 0.818 (10. 43) *" 0.885 (12. 44) *'* 

가입건수 0.058 (2.803) *" 0.075 (2. 361) *' 

인구밀도 -4.981(-8.805)"* 5.155(-7.617)*** 

운영자산 -0.045(-2.747)'" -0.073(-3.303)'"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0.056(-12.971)'" 0.808(-5.278)'" 

특정물건수 0.865(-5.622)*" -0.056(-13.29)**' 

규제더미변수 -0.103(-4.237)'" -0.113(-3.90깅 '" 

R2 0_998 0_997 

더빈-핫슨 통계량 1647 1873 

관찰점수 1327~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으로 '*'는 1% 수준， 그리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냄. 

기 위해서는 보험사 내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찾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 

법이 있다. 앞에서 추정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효과를 고려하면 고정비용 또는 광고비 절감 

등을 통해 순사업비를 줄여 사업비율을 낮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8)과 유사하게 종속변수로 사업비율을， 그리고 독립변수로 소득， 가 

입건수， 1인당 경과보험료， 시장점유율， 1인당 사고빈도， 불량물건수， 규제더미변수를 설정하 

여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21)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 가입건수， 불량물건수， 그리고 가입자 당 사고빈도가 

많거나 높을수록 사업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보험사일수 

록 사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대규모 보험사일수록 사업비율의 증가율이 높 

았던 사실과 관련지어볼 때 규제완화는 초기 목적대로 보험사간 요율분류를 통한 실질적인 가 

21) 다만 인구밀도와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은 유의도가 떨어져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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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업비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사업비율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26.88 (15. 78) *" 

보험사별 아메리칸홈 24.95 (19. 72) •• , 
더띠변수 대한 23.94(22.50) .,. 

통양 23.95 (22. 44) ••• 

제일 23.93 띠2.48) ••• 

국제 24. 12 (22. 68) •• * 

리젠트 23.92(22. 32) .*. 

신동아 23.92 띠2.46) **. 

쌍용 23.97 (22. 56) *.* 

삼성 24.00 (23.00) .** 

독립변수 현대 24.01 (22. 5깅 **. 

LG 23.96(22.5깅 •• * 

동부 23.98(22.53)**' 

:i、-드-1i 0.724(-9.793)*** 0.586(-10.91)*'* 

가입건수 1. 143(-30.35)*** 1. II6(-34.66)*** 

l인당 경과보험료 0.362(7.372)*** 0.484(11.18) * •• 

시장점유율 1.125 β4.51) *.* 1. 072 (26. 37) * *. 

가입자당사고건수 -1.809(-57.42)*" -1. 없8(-86.9이 .** 

특정물건수 0.434(-86.75)*" -0.444 (-89. 여.) .*. 

규제더미변수 -0.205(-3.785)*'* 0.231(-4.940)"* 

AR (I) -0.788(-14.63)*'* -0.914(-24.16)'** 

AR(2) 0.609(11.09)*** 0.501 (9. 772) **. 

R2 0998 0.998 

더빈-핫슨 통계량 1647 L931 

관찰점수 108개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으로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냉. 

격경쟁을 유도하였다기보다는 주로 이미지 광고나 서비스 경쟁 등을 가중시켜 사업비율이 높 

아진 것으로 추론된다. 찌 

5) 합산비율 

합산비율 (combined ratio) 은 손해율 (108S ratio) 과 사업비율 (expense ratio) 을 합친 비율로， 손해보 

험사의 종합적인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손해율 및 사업비율의 수준은 

보험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종목의 구성비가 각기 상이한 보험사간 사업 성적을 보험종 

목별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보험종목 전체에 대한 합산비율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22) <표 7)에 따르면 규제완화시 보헝료율이 인상되었으므로， 사업비가 일청했다면 사업비율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표 9)에서는 규제완화시 사업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광고， 부가서비스， 그 

리고 지점확대 등의 경쟁이 보다 심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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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합산비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합산비율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ιλil"'Í'-‘ 11.35 (4. 955) '** 

보험사별 아메리칸흠 17.46 (11.28) '** 

더미변수 대한 17.43 (11. 경) "* 

동양 17.37(11.21) *** 

제일 17.34 (1 1.2이'" 

국제 17‘ 43 (11. 2이 "* 

리젠트 17.36(10.95) '" 

신동아 17.39 (1 1.2깅 ,*. 

쌍용 17.31 (11.13) '*' 

독립변수 삼성 17.29(11.1껴 '** 

현대 17.30 (11. 13) *** 

LG 17.36(11.2이 *** 

동부 17.27 (11. 1이 *** 

s::、E「;L -0.438 (-2. 뼈，) ** 0.964(-8.49깅 *'* 

가입건수 0α.061η1 (1. 968) * O. 147δ.346) **' 

총자산 0.069(-1.874) * 0.106(-3.78히 *"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0.067 (0. 458) 0.397 (3.795) *** 

사고율 0.221 β.96잉 *'* 0.411 (14. 97) '** 

규제더미변수 0.042 (-1. 123) -0.140(-5.898)"* 

AR(I) -0.294(-2.982)*'* 0.798 (-7. 51에 **' 

AR(깅 0.154(-2.302) .* 0.606(-6.19에 *** 

R2 0.994 0996 

더빈 핫슨 통계량 2. 163 2. 126 

관찰점수 1087R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F통계량으로 .**는 1% 수준 •• 는 5% 수준，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 

각나타냄. 

합리적인 보험사는 이 비율을 가능한 한 낮춤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합산비율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합산비율을， 그리 

고 독립변수로 소득， 가입건수， 총자산，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사고율 등을 설정한 모형 

을 추정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과 총자산이 증가할수록 합산비율이 감소 

하는 반면， 가입자수와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그리고 사고율이 증가할수록 합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또한 요율규제는 합산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추정된 요율규제의 일반 효과를 종합하면 규제는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손해율과 

23)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총자산이 많은 보험사일수록 합산비율이 낮은 반면， 기업집중이 심화될수록 보 

험사들의 합산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기업집중이 대규모 보험사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소규모 보험사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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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을 모두 낮추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율규제가 보험사의 보험 지급액과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율과 합산비율을 낮춰 보험사의 수 

익 증가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보험료율이 규제시에 더 낮았음을 고려할 때 Stigler (1971) 의 주 

장처럼 규제가 보험사의 이윤 증가만을 위해 기능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에서는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위험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건전한 요율경쟁과 보험보장범위를 확 

대하는 방향의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광고나 지점확대를 통한 경챙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2. 강제 및 임의보험에 대한 요율규제 완화효과 

본 절에서는 요율규제의 효과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 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확보가 가 

능한 1980-1999년 동안의 광역시 • 도별 캉제보험과 임의보험의 총원수보험료와 총보험지급액 

자료잉)를 이용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총보험지급액의 경우 기대대로 양(陽)의 부호를 가져 강제 

및 임의보험료 모두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더미변수의 경우 계수 

추정치의 부호가 강제보험에서는 단순모형과 고정효과모형 모두에서 음(陰)으로 나타나 규제 

가 강제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의보험에서는 단순모형의 

경우 양(陽)으로 나타났으나，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음(陰)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시 • 도별 더미변수의 계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및 

대구 등에서 많은 보험가입자로 인해 보다 높은 보험료수입을 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을 서로 비교하면 각 계수추정치의 크기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 

다. 먼저 임의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지급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정도가 강제보험에 비 

해 2배 이상 컸던 반면， 규제의 영향은 절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가 상 

대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요율을 낮은 수준으로 규제했던 반면， 수요 

가 탄력적인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덜 낮은 수준으로 요율을 규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보험생산자와 보험소비자에 대한 요율규제 완화효과 

1) 보험생산자에 대한 효과 

Joskow (1973) 는 요율규제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사 (direct writer finns) 들로 하여금 보험료 

율을 인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고， 유의한 기간동안 중소 보험 

24) 보험통계연감에서 제공하는 광역시 · 도별 시계열 자료로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의 총원수보험료와 총 

보험지굽액 자료만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캉제보헝 
은 책임보험으로서 대인배상 I 만을 말하며， 임의보험은 종합보험으로서 대인배상][， 대물보험， 자차 

보험， 그리고 자손보험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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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캉제 및 임의보험 총원수보험료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총원수 
강제보험 ι 임의보험 

종속변수 
보험료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8.889 (9.940) *** 5.349 μ.520) *** 

시·도별 서울 9.536 (10. 17) *** 2.352(4.343)*** 

더미변수 부산 8.561 (9. 929) *** 2. 112 (4. 557) *** 

대구 8.409 (9. 805) *** 2.047 (4.523) *** 

인천 8.101 (9. 31이 *** 1.850(4.17이 *** 

각%9-ζ 8.828(8.48이 *** 1.679 (3.620) *** 

대전 8‘ 306 (8. 111) *** 1.657 (3. 615) *** 

경기 8.677 θ.53껴 *** 1.882(3.99이 *** 

강원 7.731 (9.18끼 *** 1.614 (3. 790) *** 

독립변수 
충북 7.679 θ.058) *** 1.643 (3. 979) *** 

충남 7.571 θ.203) .** 1.618 β.685) *** 

전북 7.758 (9.050) *** 1.569 (3.651) *** 

전남 7.537 어.295) *** 1.382 (2.813) *** 

경남 8. 128 (9.284) *** 1.808 μ. 128) *** 

경북 8.250 (9.721) *** 1.922μ.274) *** 

제주 7.261 (9. 032) *** 1.940(5.074) *** 

총보험지급액 0.299 (6. 106) *** 0.311 (6. 095) *** 0.604 (7. 244) *** 0.863(22.32)*** 

규제더미변수 -0.383 (-5.48이 *** 0.413 (-5.677) *** 0.141 (2.56잉 ** α 177 (-3.215) *** 

AR(l) 0.946(49.59)*** 0.899 (33.21) *** 0.699(8.068)*** 0.438 (5. 516) *** 

AR(2) 0.218 (2. 555) ** 

R2 0.961 0997 0960 0_964 

더빈-핫슨 통계량 2_ 191 L 873 2_ 167 2.127 

관찰점수 낀0개 (1980-1999) 255개 (1980-199어 270개 (1980-1999)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으로 ***는 1% 수준， 그리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냉. 

사들을 생존시킨다고 하였다.앙) 즉 그의 주장은 다음 두 가지 가설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는 보험료율규제가 대규모 보험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운영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험 

료를 낮추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규제시 유의하게 낮은 손해율을 유도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는 규제가 이런 대규모 보험사의 혁신적인 보험료율 분류를 막아 규제하에서 이들의 시장점유 

율이 비규제하에서의 시장점유율보다 작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생산자 효과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4대 보험사(삼성， 현 

대， LG, 동부)의 손해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 가입건수， 밀도， 운영자산， 시장점유율， 

사고빈도， 그리고 규제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12)에서 볼 수 

25) 이는 규제가 보험사 집단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가 보험사의 이익 

을 증가시키는 지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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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4대 보험사의 손해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4대 보험사의 손해율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63.80 (7. 719) 

보험사별 삼성 17.29 (11. 14) *** 

더미변수 현대 17.30(11.13) *** 
LG 17.36(11.20) *** 
동부 17.27 (11. 10) *** 

독립변수 -까4~-E-1;L 0.548 μ.058) *** 0.566μ.091) *** 

가입건수 0.371 (3. 717) *** 0.423(3.237)*** 

인구밀도 -11.64 (-7.413) *** 11.97 (-6.808) *** 

운영자산 0.083 (3. 452) *** 0.066(2.283) ** 

시장점유율 -0.499(-4.570)*** 0.507(-3.396)*** 

사고율 0.479 (9.844) *** 0.467(9.22이 *** 

규제더미변수 O. 183 (-2.726) *** 0.207(-2.54이 ** 

Rτ 0893 0.889 

더빈-핫슨 통계량 2.043 2.269 

관찰점수 44개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으로 ***는 1% 수준， 그리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냄.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사도 중소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손해율은 규제시기 동안에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거나 사고율이 낮을수록 손해율은 낮아지는 반 

면， 운영자산이 클수록 손해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생산자 효과에 관한 첫 번째 가설의 기각 여부는 변수 설정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나， 

추정시 사용된 자료가 다른 〈표 12)와 〈표 8)을 비교함으로써 답할 수 있다. 4대 보험사와 

127ß 보험사 전체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규제더미변수의 계수추정치는 이 두 표에서 각각 

-0.207과 -0.113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요율규제는 4대 보험사의 손해율을 나머지 8개 중 

소 보험사보다 더 낮추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가설은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험생산자에 대한 규제효과에 관한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4대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앞서 언급한 변수들 중 대부분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 

하였다이 〈표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운영자산이 많거나 사고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손해 

율이 낮을수록 시장점유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한편 4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규 

제시기 동안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율규제가 대규모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는 효과 

26) 보험료율(가입자당 경과보험료)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으나， 계수추정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27) 시장점유율과 사고율이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입자수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특정물건이 많이 배분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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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4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4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89.979(13.7깅 ••• 

보험사별 삼성 72.668θ.953) ••• 

더미변수 현대 72.58 θ.924) ••• 

LG 72.57 (9. 909) •• * 

통부 72.54(9.91히 ••• 

독립변수 그 X」」=I=T 0.422(2.280)'" 0.330(2.055)'* 

가입건수 0.825 띠1. 38) **. 0.819 (17.00) ••• 

인구밀도 -16.75(-14.11)**' 13.736 (-10.33) •• * 

운영자산 O. 130 (4.994) * •• 0.054 (1.822) * 

손해율 -0.736 (-4.57이 •• * -0.511(-3.396)'** 

사고율 0.515 (6. 911) **. 0.344(4.57끼 ••• 

규제더미변수 0.470(-10.75)'** 0.458 (-11.52) .** 

R2 0952 0_966 

더빈-핫슨 통계량 L 766 2_114 

관찰점수 447H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으로 ***는 1% 수준*.는 5% 수준，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 

각나타냄. 

가 있다는 두 번째 가설도 기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 보험소비자에 대한 효과 

자동차 보험료율이 자유화되면 보험사는 가입자별로 위험에 상웅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된다. 이때 위험도가 높은 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높은 보험 

료를 부과하거나 보험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자유화되더라도 무 

보험 운전자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요율규제 완화가 보험사의 공동인수28) 대상이 되는 

불량물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요율규제는 특정보험담보의 상한요율을 설정하거나， 세분화된 보험분류를 하지 못하 

도록 규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불량물건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공동인수대상이 

되어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 결과 불량물건은 규제시에 더 

욱 큰 혜택을 보게 되므로 경쟁시보다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9) 

28)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대책으로 도업 · 운영되고 있는 인수거절계약에 대한 공동인수제도는 1987년 4 
월에 도입되었으며， 개별보험사에서 일반물건(.A}사보유물건)으로 인수가 거철된 계약에 대해 보험사 

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고 그 손해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개별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통일 위험집단 내의 우량한 계약자들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무보험 운전자의 발생 

을 막기 위한 것이다. 

29) Mintel(l983), p. 291 



한국 자동차보험산업의 요율규제 완화효과 추정 139 

〈표 14) 불량물건수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총속변수 불량물건수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115.9 (-13.64) *** 

보험사별 아메리칸홈 126.9 (-13.83) *** 

더미변수 대한 -128.1(-13.67)*** 

동양 -127.9(-13.65)*** 

제일 128.0(-13.69)'** 

국제 -127.9(-13.63)*** 

리젠트 -128.2 (-13.74) *** 

신동아 -128. 1 (-13.60) *** 

독립변수 쌍용 -127.9(-13.64)*** 

삼성 127.8 (-13. 65) *** 

현대 127.9 (-13.64) *.* 

LG -127.9(-13.66)*** 

동부 128.0 (-13.59) .*. 

그λ」= IT 6.759 (11.27) *** 7.556 (11. 48) *** 

1인당 경과보험료 3.946(11.3에 *** 3.787 (10.67) **. 

사고율 -3.853(-10.47)*** 4.389(-10.23)*'* 

규제더미변수 2.261 (12. 83) **. 2.393 (12. 71) ••• 

R2 0841 0740 

더빈-핫슨 통계량 L 768 L934 

관찰접수 132개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 통계량으로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냉. 

요율규제가 불량물건에 대한 공동인수를 증가시키는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불량물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 1인당 경과보험료， 사고율， 그리고 규제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규제더미변수의 값은 1995년 8월에 가입자 특성요율의 설정방식 

이 범위요율제로 바뀐 점을 고려하여 1995년 이전에는 1, 1995년부터는 0으로 하여 추정하 

였다.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량물건수는 1인당 경과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사고율이 감소 

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경과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 

므로，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분류할 수 있게 되어 불량물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반면 1인당 사고율이 증가하면 불량물건의 분류하한이 높아지므로， 종래의 불량물건이 일 

반물건으로 흡수되어 불량물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불량물건수는 기대했던 

것처럼 규제시에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는 공동인수계약의 규모가 정부의 요율규제 

30) 앞의 〈그림 8)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1995년 8월 가입자 특성요율이 규제요율에서 범위요율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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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임의보험 부보율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부보율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2.664(-3.191) *** 

보험사별 아메리칸홈 -2.059(-2.442)** 

더미변수 대한 -2.063 (-2.448) ** 

동양 -2.063 (-2.448) ** 

제일 -2.063 (-2.449) ** 

국제 -2.065(-2.451)** 

리젠트 2.062 (-2.446) ** 

신동아 -2.066(-2.45잉** 

쌍용 2.065 (-2.451) ** 

독립변수 삼성 2.064(-2.449) ** 

현대 -2.064(-2.449) ** 

LG -2.063 (-2.449) ** 

동부 2.066(-2.452)** 

인구밀도 1.409 (8.826) *** 1. 305 (8. 116) *** 

I인당 경과보험료 0.005(-1.870)* -0.016(-2.68이 *** 

손해율 -0.006(-2.58어** -0.008(-2.92이 ***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 0.305(-7.603)*** -0.278(-6.72잉 *** 

불량물건수 -0.020(-22.13)*** -0.020(-22.73)*** 

규제더미변수 -0.019(-4.487)*** 0.026 (-5. 171) *** 

AR (1) -0.714(-6.667)*** 0.700(-6.37지 *** 

R2 0948 0.946 

더빈-핫슨 통계량 2274 2270 

관찰점수 96개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 통계량으로 ***는 1% 수준**는 5% 수준， 그리고*는 10%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냄 f 

와 위험세분화에 따른 보험료차별화 금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앞서 본 대로 요율규제시에는 보험사가 불량물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 

하므로 공동인수를 통해 불량물건을 인수하게 된다. 이때 정부가 정한 요율이 적정요율보다 낮 

으변 인수보험사의 부실이 가중되는 반면， 31) 적정요율보다 높으면 선의의 일반보험가입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며 불량풀건은 자발적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로 규제시차로 인해 

요율이 불합리한 수준으로 설정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시장에서 이탈하게 하여 임의보험의 

환되고， 1998년 4월 가입자 특성요율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불량물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것에서 확인 

할수있다. 

31) 실제로 특정물건의 손해율은 1995년에 가입자 특성요율이 반영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1999년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예를 들면 1995년 이전의 평균 특정물건 손해율은 

111.8%이었던 반면， 1995년 이후의 평균 특정불건 손해율은 8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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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임의보험의 부보율에 대한 요율규제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보율은 인구밀도가 증가하거나 4대 보험사의 총시장점유율이 낮아질수록 높 

아지는 반면， 다른 독립변수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규제완화는 부 

보율을 미미한 정도로 높이는 효과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기간동안 요 

율의 규제완화가 대단히 정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요율규제 완화의 단기 및 장기 효과 

1) 단기 효과 

시장실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규제 또한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주로 정책이 일관성을 잃거나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된다. 

규제요율도 장기적으로는 경쟁요율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시차 때문에 시장청 

산요율 이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산업에도 이 가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규제시 4대 보험사 손해 

율의 총분산과 요율변경횟수 및 규모를 분석하였다. 규제시에는 단기적으로 규제시차가 존재하 

므로 손해율의 변동이 크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요율을 자주 변경하며 요율의 

변경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규제완화시 또는 경쟁시에는 손해율의 변동이 비교적 안 

정적이고 가격변경횟수나 폭도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1) 을 이용 

해 손해율의 총분산을 추정하였다. 

〈표 1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4대 보험사의 경우 규제시기 동안에 손해 

율의 총분산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규제시차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규제시차가 존재 

하는 경우 요율의 조정 폭은 규제시차가 없을 때보다 크게 되므로， 손해율의 변동 또한 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더욱 불안정해지므로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보험사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기 장기 효과 

요율규제의 장기 효과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즉 규제시차와는 무관한 1인당 평균청구건 

수와 1인당 평균청구액을 살펴봄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앞의 〈표 7)과 〈표 8)에서는 규제 하 

〈표 16) 4대 보험사 손해율의 총분산 

규제시기 (1991-1993) 

57.6% 19.9% 

평 iJ:시장점유율 총분산 
분
 

구
 

규제 완화시 기 (1994-200 1) 

평굽시장점유율 총분산 

4대 보험사 64.7% 10.7% 



142 環境論홉홉 第40卷 (2002) 

〈표 17) 1인당 보험지급금에 대한 장기적인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1인당보험지급금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8.338 (13. 15) *** 

보험사별 아메리칸홈 8.843(7α 13) *** 

더미변수 대한 9. 116 (88; 02) *** 

동양 8.793 (8. 748) *** 

제일 9.050(87.95)**' 

국제 8.989 (87. 17) ••• 

리젠트 9.235 (89. 3이 *.* 

신동아 8.971 (85. 5이 •• * 

쌍용 8.966(86.4어 * •• 

독립변수 삼성 8.881 (82. 25) *.* 

현대 8.961 (83. 89) ••• 

LG 8.983(84.8이 *** 

동부 8.898 (83. 47) ••• 

가입건수 -0. 17~(-3. 705)'** -0.261 (-33. 18) .** 

사고율 0.402 (37.29) *** 0.398μ6.40) *.* 

불량물건수 0.030 (19.76) *** 0.031 (1 8.9잉 .*. 

시장점유율 -0.051 H. 535) 0.270 (1 8.13) *.* 

규제더미변수 -0.254(-6.953)'** -0.201(-37.87)'** 

AR (1) 0.909 (21.56) *.* 0.272 (2.646) •• * 

AR(잉 0.219(-4.399)*** 

R2 0.999 0999 

더빈-핫슨 통계량 2223 1.998 

관찰접수 1207~ (1991-2001) 108개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으로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에서 1인당 경과보험료율과 손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손해율에 반영되는 보험지 

급금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규제시 각 보험사가 적정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험지급금을 적게 지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보험가 

입자당 보험지급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규제더미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험가입자와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1인당 보험지급금은 

줄어드는 반면， 사고빈도와 불량물건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보험지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규제시 보험지급금은 규제완화시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율 

규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보험지급금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맞다고 

할수있다. 

또한 요율규제의 장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가 보험가입자의 사고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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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보험가입자 1인당 사고건수에 대한 장기적인 규제완화 효과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1인당사고빈도 단순모형 고정효과모형 

상수 -91.36(-2.576)** 

보험사별 아메리칸홈 -65.90(-2.943)*** 
더미변수 대한 -65.96(-2.94히'** 

동양 -65.61 (-2. 93깅 '** 
제일 • 65.84(-2.944) *** 

국제 65.97(-2.947)**' 

리젠트 -66.14 (-2.955) *** 

신동아 65.83(-2.944)*** 

독립변수 쌍용 65.80(-2.944) '** 

삼성 65.43(-2.92외"* 

현대 65.58(-2.935)*** 

LG 65.64(-2.93이 *'* 

동부 65.61(-2.937)*** 

인구밀도 14. 11 (2.468) ** 10.10 (2.782) '** 

운영자산 -0.112(-4.515)'*' -0.168(-3.879)*** 

1인당지급보험금 0.627 (14.23) *** 0.634(14.63) *** 

규제더미변수 0.142(-3.497)"* O. 115 (-2.787) '** 

AR(I) 0.817 (14. 45) **' 0.742 (9.681) *** 

R2 0_983 0_985 

더빈-핫슨 통계량 1. 890 L 973 

관찰점수 1207R (1991-2001) 

주: ( ) 안의 값은 t 통계량으로 '**는 1% 수준， 그리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냄. 

(또는 보험청구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사고빈도가 보 

험가입자의 (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른) 선택적인 신고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여 

기서는 요율규제 하에서 보험사가 보험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사고빈도도 줄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입자당 사고빈도(사고율)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구밀도가 증가하거나 지급보험금이 많을수록 사고빈도가 

높은 반면， 운영자산이 큰 대규모 보험사일수록 사고빈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보 

험사의 경우 위험집단 분류와 할인 · 할증체계가 잘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1인당 사고접수건수 

가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요율규제는 장기적으로 사고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 

설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건수의 집계가 피보험자의 신고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 

한다면 규제가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를 직접적으로 줄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낮 

은 규제요율 하에서 과중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 

로 사고빈도가 실제 사고건수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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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외국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비교 

Ippolito (1979) Grabowski et 외.(1985) 본연구 
구분 

규제 비규제 규제 비규제 규제 비규제 

요율분포 陽(에** 陰(-) ** 
보험료율 陰(-) ** 小陰(-) ** 大陰(-) ** 陰(-) *** 
손해율 陽(에 陰(-) *** 
사업비율 陽(꺼 陰(-) *** 
합산비율 陽(+) 陰(-) *** 
시장점유율 陰(-) ** 陽(+)陰(-) 陰(-) *** 

대규모보험사의 손해율 陰(-) ** 陰(-) ** 
불량물건수 陽(+) ** 陰(-) ** 陽(에*** 

대규모 보험사 손해율의 분산 大 大

보험청구액 陰(-) ** 陰(-)***

사고빈도 陰(-)***

주1) ***는 1% 수준， 그리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나타냄. 

2) 양(陽)의 부호는 종속변수의 결과치가 규제완화시보다 규제시에 더 픔을 의미하는 반면， 음(陰)의 

부호는 규제시에 더 작음을 의미함. 

5.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 비교 

Ippolito (1979) 는 미국의 주별 ·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해 요율규제의 다양한 효과를 추정하였 

다. 그의 연구결과는 요율분포，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 측면에서 본 연구와 다르 

며， 규제가 기업편향적인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Grabowski et 떠. (1985) 도 미 

국의 주별 ·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해 요율규제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그의 연구결과는 전 

반적으로 본 연구와 같은 편이다. <표 19)는 요율규제가 여러 측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들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v. 結 論

우리나라의 요율규제는 출혈적 요율경쟁에 따른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고， 보험사간 요율 

의 담합을 억제하며， 높은 요율로 인한 무보험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보험 

료율이 현실화되지 못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취약해졌고， 요율산정능력을 개발할 필요 

성을 제거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이 악화되었으며， 소비자에게도 충분한 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 

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 1994년부터 할인 • 할증율에 범위요율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규제완화가 점진적으로 시행된 결과 2002년 4월부터는 보험사가 요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요율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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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규제의 일반 효과 측면에서 보면 요율편차는 규제시에 더 작았던 것으로 나타나， 실질 

적으로 보험료율 규제가 출혈적 가격경쟁을 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깅 또한 규제가 보험료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규제가 요율산출능력이 

부족한 중소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규제시 손해율과 사 

업비율은 규제완화시보다 유의하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규제시의 낮은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대단히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제시 지급보험금과 일반사업비가 적어 

합산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요율규제가 보험사에게는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반 

면， 소비자에게는 낮은 보험료율과 작은 보장범위라는 상반된 후생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 볼 때 정부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강제보험에 대해서 

는 보다 낮은 규제요율을 부과하였던 반면，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요율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 보험사의 적자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 과정에 

서 중소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질이 낮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율규제 

하에서도 대규모 보험사는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생산자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요율규제는 보험료율보다 지급보험금을 더 낮추게 함으 

로써 보험사의 이익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보험사는 규제요율보다 더 낮은 요율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었으나， 규제로 인해 가 

격경쟁을 할 수 없어 중소 보험사가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요율규제는 특정물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율규제 

가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른 엄격한 위험분류를 금지함에 따라 보험사의 인수 거절이 증가하면 

서 공동인수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획일적인 보험료율은 선의의 일반 

보험자나 불량물건으로 분류된 자 중 위험도가 낮은 자를 보험시장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임 

의보험 부보율을 떨어뜨렸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후생 측면에서 역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규제는 단기적으로 규제시차 때문에 손해율의 분산을 크게 하여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켰던 원인이 되었던 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액과 사고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완화는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부보율을 증가 

32) 보험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라서 「사전 설비투자 • 원료의 확보 • 생산(재고) • 판매」의 복잡한 

순환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판매 즉 생산」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계약의 성립과 함 

께 비용과 이윤이 회수되므로， 보유계약 증가를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 

다. 또한 보헝상품은 제조엽과 달리 판매시에는 그 원가가 확실하지 않으며， 진청한 원가가 파악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정가격으로 판매에 나서는 

보험사는 쉽게 가격인하 경쟁에 빠져들게 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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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고，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던 공동인수시장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시에 비해 보험지급금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고， 손 

해율의 분산을 작게 하여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안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율규제가 완 

화된 후에도 사업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의 경쟁이 위험분류를 통 

한 보험료율 경쟁과 보장범위 확대보다는 조직규모의 확장， 광고 또는 부가서비스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 높이기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면은 특히 운영기술이 뛰어난 

대규모r 보험사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시장에 외국보험사의 진출이 자유화되어 과학적 위험분류체계와 다양한 마케팅 기 

법이 도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보험사의 경쟁력 확보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종래의 조직확장과 대면접촉에 의한 보험자 모집방식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서비 

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개별 보험사는 통계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위험집단별 적용요율을 합리화하고 상품설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집단별 영업전략을 특화시 

켜 계약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독기관인 정부는 보험사간 건전한 요율경 

쟁을 유도하기 위해 담합을 막아야 하며， 가입자로 하여금 개별 보험사의 상품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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