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의 관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

동차보험제도의 도입 타당성이 선행적으로 연구⦁분석이 되어야 한다. 주행거

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 타당성은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사고 위험도가 증가함을 보여줌으로써 증명가능하다. 자동차사고의 위험도가 

주행거리에 연동하지 않는다면, 주행거리에 연동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 

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 타당성이 확인

된다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주행거리가 감소하

고, 주행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배출과 같은 환경파괴비용절감, 자동

차사고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그리고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등을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의 도

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이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우선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의 관계를 실증분

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행거리별 위험도 분석 통계자료 추출 방법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 위험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8년 1월 기준으

로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2)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답변자의 인적자

료, 과거 1년간 자동차 주행거리, 과거 1년간 자동차사고 건수 등이다(주요 설

문조사 항목은 별첨 참조). 자료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12) 본 설문은 전문 통계자료 조사기관(설문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설문

의 자료는 보험연구원에서 수 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며, 수집된 

통계의 대표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화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

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통계 수(1200명)로 조사 설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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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수비에 따라 층화표본추출법으로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수집되

었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

는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임의 표본추출하여 선정되었다. 그리고 설

문항목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

부 항목을 포함시켜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만 추출한 결과 총 501명이 선

별되었으며, 그 중 영업용과 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 463명이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성 별 응답자수 운전경력 응답자수

남 자 370
1년 이하 4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3년 이하 24

여 자
93 3년 초과 4년 이하 14

4년 초과 411

합 계 463 합계 463

<표 Ⅲ-1> 성별, 운전경력별 응답자
                                               (단위: 명)

연령대 응답자수 주행거리 응답자수

25세 이하 11 5천km이하 21

26세~29세 39 ~1만Km 103

30세~39세 124 ~1만5천Km 160

40세~59세 266 ~2만Km 59

60세 이상 23 2만km이상 120

합 계 463 합계 463

<표 Ⅲ-2> 운전자 연령대 및 주행거리별 응답자

설문조사를 통해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수준 및 위험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계층별 구성비가 자동차보험 가입구성비와 유사해야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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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대표성이 인정된다.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여성 운전자보다 남성 운

전자가 약4배 많은 점, 운전경력이 4년 초과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13), 각 운전

경력기간별 구성비가 유사한 점, 연령대 구성비가 자동차보험 구성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으로 판단할 때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가 자동차보험 

통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4)

2. 자동차보험 실적 통계와 일치성 분석(정성적 분석)

주행거리와 사고발생률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는 선행

연구(기승도⦁김대환, 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선행연구의 결

과에 따르면, 사고위험도와 인과관계가 높은 변수는 성, 연령, 가입경력(또는 운

전경력), 지역, 자동차 연식, 차종 및 할인할증 및 법규위반 경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주요변수를 주행거리에 따른 위험

도 평가모형에 포함시켰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찾아낸 변수 중에서 할인할증 

및 법규위반은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제되

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통계에는 성, 연령, 운전경력, 자동차 연식, 차종, 거

주지역을 기본 독립변수로 하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하는 ‘운행

거리’변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의 특성을 연속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연속변수는 평균값을 통해 통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범주형 변수는 각 범

주에 포함된 응답자수와 범주별 사고위험도 특성을 살펴보았다.

13) 본 연구에서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비율은 89%이며, 선행연구(기승도, 2009)에서는 87%
이다.

14) 본 연구에서 연령별로 구분한 기준이 선행연구와 달라 연령 기준으로는 직접비교가 쉽

지 않지만 주요 운전연령인 30~50대가 주를 이루며 20대 및 60대는 상대적으로 적어 연

령에 따른 운전자의 분포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주행거리에 관한 연구물은 본 연구가 

처음이므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자동차보험의 대표성과 일치함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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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 령 운전경력(년) 주행거리(km) 사고건수

   Min. 20 0 402 0

   1st Qu. 38 8 8,000 0

   Median 44 14 10,000 0

   Mean 43.74 14.03 14,717.84 0.177

   3rd Qu. 51 20 20,000 0

   Max. 65 40 100,000 3

<표 Ⅲ-3> 연속변수의 자료특성 

먼저 연속변수의 특성을 보면, 연령의 경우 평균운전자 연령이 43.74세이고, 

평균 운전경력은 1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성비와 평균 운전경력은 현

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로 얻은 연령 및 운전경력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평균주행거리는 약 1만4,700km이며, 평균사고건수

는 0.1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사고건수가 0.177건인 것은 FY2007년 기준 

자동차보험 증권별 사고건수가 약 0.22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적은 값이다. 그러

나 그 차이가 약 0.04건으로 매우 적은 값이므로 독립변수별 위험도평가를 위

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변수의 경우, 성별 위험도를 단변량으로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남자

에 비하여 여자의 사고위험도가 51.6%로 높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승도(2009, p.1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기승도(2009)에 따르면 여

성의 경우 사고발생률은 매우 높고 1사고당 손해액은 낮아서, 심각한 사고보다

는 경미한 사고를 주로 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선행연

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자동차보험전체통계의 위험도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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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응답자수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상대적 위험도

남 자 370 58 0.157 1.000 

여 자 93 24 0.258 1.643

합 계 463 82 -

<표 Ⅲ-4> 성별 위험상대도

설문조사의 독립변수 중에서 자동차운전경력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보면, 운

전경력이 적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하 운전자는 16.1%, 

2년 초과 3년 이하 운전자는 54.8% 정도 사고위험도가 주요 운전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에는 사고위험도가 약 5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경력에 따른 사고위험도 측정 결과는 4년 

이하 응답자수가 적어서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자동

차보험 통계에서 4년 초과 운전자 대비 운전경력이 적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

가 매우 높은 결과와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의 분석결과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경력 응답자(명)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상대적 위험도

1년 이하 4 1 0.333 1.161

1년 초과 2년 이하 10 0 0.000 - 

2년 초과 3년 이하 24 8 0.333 1.548

3년 초과 4년 이하 14 2 0.111 0.442

4년 초과 411 84 0.18.8 1.000 

합 계 463 95 -

<표 Ⅲ-5> 운전경력별 위험상대도

주행거리에 따른 위험도차이를 보면,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사고위험도가 낮

고,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주행거리

는 약 1만4,700km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주행거리 구간인 1만km초과 

1만5천km의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주행거리 구간별 위험도를 분석하여 보면, 

주행거리가 가장 적은 그룹(5천km)의 경우 기준그룹에 비해 사고위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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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에 불과하고, 1만5천km를 초과하고 2만km의 그룹은 평균주행거리 계층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2만km를 초과하는 계층

의 경우에는 사고위험도가 평균주행거리 계층에 비해 38%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행거리 응답자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상대적 위험도

5천km 이하 21 1 0.0476 0.2822 

~1만km 103 14 0.1359 0.8055 

~1만5천km 160 27 0.1688 1.0000 

~2만km 59 8 0.1695 1.0044 

2만km초과 120 28 0.2333 1.3827 

합 계 463 78 -

<표 Ⅲ-6> 주행거리별 위험상대도 

단순 통계적 비교로 살펴본 주행거리에 따른 사고위험도의 관계에는 운전자

의 운전경력 등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주행거

리에 따른 자동차보험요율제도가 시행된다면, 자동차사고 위험도에 영향을 주

는 다른 위험변수도 같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통계적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지역별 위험도차이의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승도⦁김대환(2009)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별 사고위험도와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으

나, 자료의 양이 적어 일부지역의 경우 사고위험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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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응답자수(명)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상대적 위험도

1 87 10 0.115 1.000 

2 111 16 0.144 1.254 

3 27 2 0.074 0.644 

4 21 6 0.286 2.486 

5 22 4 0.182 1.582 

6 21 10 0.476 4.143 

7 18 3 0.167 1.450 

8 25 9 0.360 3.132 

9 29 4 0.138 1.200 

10 18 0 0.000 0.000 

11 24 1 0.042 0.363 

12 14 3 0.214 1.864 

13 17 3 0.176 1.535 

14 14 2 0.143 1.243 

15 15 7 0.467 4.060 

합계 463 80 -

<표 Ⅲ-7> 지역별 위험상대도 

자동차 연식이 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 Ⅲ-8>

과 같이 기술통계량을 통해 살펴보았다. 새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위험도

가 가장 낮으며 5년 이상 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비해 약 50%정도 사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새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운전습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기승도⦁김

대환(2009)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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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식 응답자수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상대적 위험도

0~1년 60 5 0.083 0.495

2~3년 101 15 0.149 0.883 

4~5년 94 9 0.096 0.056 

5년 이상 208 35 0.168 1.000 

합 계 463 64 -

<표 Ⅲ-8> 연식별 위험상대도 

3. 위험도 분석 통계모형 및 분석결과

가. 통계모형

주행거리와 사고발생률의 관계를 분석하기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자동차보험에서 사용되는 일반화선형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기승도⦁김대환(2009)의 연구를 참고하기를 바라며, 본 연구보

고서에는 기승도⦁김대환(2009)의 관련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한다. 

일반화선형모형이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1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존의 선형모형을 일반화시킨 모형으로 랜덤성분(Random 

Component), 체계적 성분(Systematic Component), 그리고 연결함수(Link 

Function)로 구성된다. 랜덤성분은 종속변수(또는 반응변수) Y의 확률분포를 규

정하는 성분이다. 표본의 크기가 N이며 종속변수의 관측 값을 라고 할 때 

일반화선형모형은 N개의 Y들이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며 일반화선형모형의 랜

덤성분이 지수족(Exponential Family)에 한해 Y의 확률분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체계적성분은 모형의 예측변수로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규정하여 확률

분포의 평균인 Y의 기댓값  을 나타내며, 연결함수는 랜덤성분

(  )과 체계적성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단순회귀분석(OLS)은 랜덤성분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만 가정하고 연

결함수에는 항등함수(Identity Function)만을 허용한 제한적인 모델임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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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선형모형의 경우에는 랜덤성분이 지수분포 중심의 다양한 분포들에 적용

이 가능하며,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단조증가 함수 모두가 연결함수로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일반화선형모형에서 Y의 기본적인 확률분포

인 지수족(Exponential Family)의 일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p
  

                            (Ⅲ-1)

                                                 

이때 는 추정해야할 모수이며 은 가우시안(Gaussian), 감마(Gamma), 역가

우시안(Inverse Gaussian) 등에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가중치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선형모델은 동분산(Homoske- dasticity)을 

가정하는 반면 일반화선형모형에서는 분산이 평균의 함수형태이다.  

  15)                                             (Ⅲ-2)

각 관측치 가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샘플의 관측치의 결합분포

(Joint Density of the Sample of Observations )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우도함

도(Likelihood Function)를 가진다.  

    
 




  

                    (Ⅲ-3)

           

일반화선형모형에는 매우 다양한 분석모델이 존재하는데, 종속변수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된다. 자동차사고 시 사고액(사고심도)과 같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와 교통사고 빈도처럼 연속적이지 않은 이산변수

(Discrete Variable)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비연속변수 중 특히 교통사고나 병

원방문 횟수와 같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0,1,2,3,4,…)처럼 셀 수 있는, 

즉 종속변수가 0과 양의정수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건수변수(Count Variable)16)

15) 은 가중치이며 포아송, Binomial, Negative Binomial등의 모델에서는 1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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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건수변수의 분석에 적합한 일반화선형모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포아송

(Poisson)모형이 있으며 이밖에 음이항분포(NB: Negative Binomial), Zero 

Inflated poisson(ZIP),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ZINB), Hurdle, 

Zero-Truncated Poisson(ZTP),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ZTNB) 등이 

있다. 지수분포 형태의 연속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화선형모형(GLM)으로는 

가우시안(Gaussian), 로그노말(Lognormal), Log-Normal(또는 Log- Linked Gaussian), 

감마(Gamma), 역가우시안(Inverse Gaussian) 등이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주

행거리에 따른 위험도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사고빈도이므로 건수변수(사고

빈도)를 분석하기 적합한 일반화선형모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한다. 

지수 

분포

건수변수

(사고빈도)

연속변수

(사고심도)

Poisson 

Negative Binomial

Zero Inflated poisson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Hurdle

Zero-Truncated Poisson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등

Gaussian

Lognormal 

Log-Normal(Log-Linked Gaussian) 

Gamma 

Inverse Gaussian 등

<그림 Ⅲ-1> 종속변수의 연속성 여부에 따른 일반화선형모형의 분류

  자료 : 기승도⦁김대환(2009)

16) 건수변수의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분석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Cameron and Trivedi 

(1986)의 계량경제학 서적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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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자동차사고 수, 창문 유리 한 장에 긁힌 자국의 수 등과 같이 시간

적인 또는 공간적인 단위구간 내에서 ‘성공’의 출현 횟수 Y가 일어날 확률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반화선형모형은 포아송(Poisson)이며 확률변수 

Y의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7)                                               (Ⅲ-4)

y는 0, 1, 2, 3…….의 성공 횟수를 나타내며 는 단위구간 당 ‘성공’의 평균 

출현횟수이다. 포아송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다소 제한적인 가정18)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 분포로 실제 분석에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

하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대산포(Overdispersion)의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과대산포를 가질 경우, 포아송이 아닌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가 적절한 분석모형이다. 

    

    
  

 



 



                         (Ⅲ-5)

음이항분포는 포아송과 달리 분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평균의 함수로 나

타내어진다.  

   ,                                            (Ⅲ-6)

 

과대산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아송모델을 적용할 경우 표준오차

(Standard Error)가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은 독립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될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지를 테스트하여 가 0보다 클 경우 포아송이 아닌 음이항분포를 분석모델

17) 모든 값에 대하여  ≥ 이고   이므로 이것은 확률분포의 조건에 부합된다.

18)         exp=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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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한다. 

건수변수 분석을 위한 최적의 일반화선형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과대산포 이

외에도 Excessive Zero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요구된다. Excessive 

Zero는 포아송이나 음이항분포가 실제 자료의 무사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서 생겨나는 문제로 이러한 경우, ZINB(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19) 또

는 ZIP(Zero Inflated Poisson)모형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ZINB는 과대산포와 

Excessive Zero가 존재할 경우 적절한 분석모델이다. 

       
  



i f                  (Ⅲ-7)

      

   
 




 

 i f      

                                                               (Ⅲ-8)  

ZIP는 Exessive Zero는 존재하되 과대산포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모

형으로 ZINB의 식(III-7)과 식(III-8)의 에 0을 대입하여 쉽게 유도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 f                              (Ⅲ-9)

    


 



     i f                             (Ⅲ-10)

ZIP 확률분포의 에 0을 대입하면 포아송이 유도되며 ZINB의 와 에 0

을 대입하면 포아송으로 회귀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건수변수를 분석하는 

일반화선형모형은 포아송분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포

아송을 시작으로 분포의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계점을 해결하기 

19) Hurdle 모델도 이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ZINB보다 설명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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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개발된 분석모형들이다. 이밖에도 건수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일

반화선형모형들이 개발 중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반화선형모형들이 일반적

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모형의 안정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져 신

뢰성이 확보된 모형들이다. 

나. 분석결과

먼저 포아송분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을 테스트하여 결과를 <표 Ⅲ-7>에 도시하였다. 과대산포 테스트 결

과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이 기각되어 과대산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주행거리와 위험률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포아송과 

ZIP보다 음이항분포 또는 ZINB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Coefficient

alpha 0.641

Likelihood-ratio test of alpha=0:  

chibar2(01)=3.59,  Prob>=chibar2 = 0.029

<표 Ⅲ-9> 과대산포 테스트

다음으로 음이항분포와 ZINB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Vuong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테스트결과, 귀무가설20)이 기각되어 ZINB를 이용하여 주행거리

와 교통사고 위험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Vuong 테스트 적용변수 Vuong 테스트 결과 (ZINB vs. NB)

성별, 운전경력, 나이
Vuong test of zinb vs. standard negative 

binomial: z = 23.61, Pr>z = 0.000

<표 Ⅲ-10> Vuong 테스트: Excessive Zero 테스트

ZINB를 이용한 주행거리에 따른 위험률 분석 결과를 <표 Ⅲ-11>과 <표 Ⅲ

20) 귀무가설:   Excessize Zero 없다.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의 관계 63

-12>에 도시하였다. 먼저 <표 Ⅲ-11>에는 주요 독립변수인 주행거리를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1과 모델2에서는 주행거리를 연

속변수 형태로 분석한 모형이고, 모델3에서는 주행거리 구간별로 구분하여 추

정하였다. 특히, 모델1은 주행거리에 로그값을 취한 모델이며, 모델2는 주행거

리를 이차함수형태로 추정하였다.21) 

위 확률분포에서 체계적 성분에 해당하는 μ= exp(xβ)에 교통사고 위험도

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들이 포함되며 이 를 주행거리변수( )와 다른 독립변

수( )로 구분할 수 있다.

                                                                    
  exp  exp                                (III-11)  

는 추정해야할 주요 독립변수인 주행거리의 모수(parameter)이며 는 주행

거리 이외에 자동차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모수를 벡터

로 나타낸 것이다. 모델1에서는 주행거리변수 값이 로그값으로 변환되어 추

정되었으며, 모델 2에서는 주행거리가 와  값으로, 그리고 모델 3에서는 주

행거리인 가 구간별로 나뉘어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 되었다.

구 분
종속변수: 사고빈도

주요 독립변수
(주행거리) 추정계수 표준오차

(Std. Error) Prob>chi2

모델1 로그(km) 0.600*** 0.215 0.0219

모델2
km .000176*** .0000503

0.0018
km^2 -3.10e-09*** 1.15e-09

모델3

5천km이하 -2.357** 1.070

0.0100
5천~1만km -0.904** 0.435

1만~1만5천km -0.617** 0.316
1만5천~2만km -0.799* 0.476

<표 Ⅲ-11> 다양한 주행거리 변수와 사고위험도의 관계 분석

주 : 1) 2009.3월 기준 통계임.
       2) N=463이며,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3) 주행거리 이외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편의상 생략하였으나, 실증분석에서는 

<표 III-12>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되었음. 

21) 모델 1,2,3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게 아니며 쓰임이 다름. 각각의 모델이 포함하는 논

리와 결과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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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모델 분석결과 교통사고 위험도는 주행거리

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주행거리

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므로,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분석모델은 

주행거리를 특정 구간별로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델3이다. 모델3을 이용한 추정

계수는 상대위험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 없다. 주행거

리별 정확한 상대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값을 발생률(Incidence 

Rate Ratio)로 전환하여야 한다. 주행거리()가 구간에서  구간으로 한 

단위 증가할 경우, 다른 위험요소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교통사고빈도의 

변화 분은 가 될 것이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 log                                        (Ⅲ-12)

또한 로그값의 차이가 비율로 표현될 수 있는 로그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수

의 값을 다음과 같이 다시 비율로 환산할 수 있다. 

  log


                                                 (Ⅲ-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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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속변수: 사고빈도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Std. Error) IRR

주행거리

5천km이하 -2.357** 1.070 0.095
5천~1만km -0.904** 0.435 0.405

1만~1만5천km -0.617** 0.316 0.540
1만5천~2만km -0.799* 0.476 0.450

지 역

지역1 -1.973*** 0.590 0.139
지역2 -2.371*** 0.862 0.093
지역3 -1.615*** 0.526 0.199
지역4 -0.913 0.692 0.401
지역5 -1.132 0.718 0.322
지역6 -0.377 0.603 0.686
지역7 -1.421 0.788 0.242
지역8 -0.982 0.635 0.375
지역9 -1.282* 0.710 0.278
지역10 -31.248 18+E5 0.000
지역11 -3.246*** 1.134 0.039
지역12 -0.985 0.854 0.373
지역13 -1.180 0.724 0.307
지역14 -1.506* 0.902 0.222

운전경력
경력 0.071 0.066 1.073

경력^2 -0.001 0.002 0.999

연 식
1년 이하 -1.382*** 0.543 0.251

2~3년 -0.252 0.319 0.778
4년~5년 -0.564 0.370 0.569

차 종

1500CC 이하 0.291 0.446 1.337
1500~2000CC 0.136 0.337 1.146

3000CC 0.205 0.782 1.227
SUV 0.228 0.485 1.256
기타 0.898 0.782 2.455

성 별 여성 1.486*** 0.473 4.419

나 이
나이 0.107 0.131 1.113

나이^2 -0.001 0.002 0.999
const. -0.131 0.771

<표 Ⅲ-12> 주행거리와 사고위험도의 관계 분석: ZINB

    주 : 1) 2009.3월 기준 통계임.
         2) N=463이며,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나타냄.
         3) 분석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4) LR chi2(31)=52.18, Log likelihood=-201.2, Prob > chi2 =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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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표 Ⅲ-11>의 모델3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발생률

(IRR)로 전환한 계수의 값을 <표 Ⅲ-12>에 도시하였다. 추정 계수 값들의 부호

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행거리라는 변수가 포함된 본 

연구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기타 위험변수의 일부는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의 경우 사고빈도가 남성보다 높고 새차

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며 지역에 따른 위험도도 유의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인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준그룹(2만 km 이상)에 비해 0~1만 km를 운전한 사람

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75%정도 낮았으며, 1만~2만 km를 운전한 사람은 50%정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 

22) 이상의 분석은 과실비율에 관계없는 사고발생률 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과실비율에 관계

없는 자료를 사용하고, 사고발생률 자료로 분석한 이론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과실비율에 관계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

도가 지향하는 바는 과실비율에 관계없는 사고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데 있기 때문이

다. 즉,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0이고 주행거리가 증가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증가한다. 사고유발자라는 사실과 관

계없이 운행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증가하는 사고 중 일

부는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유발되는 사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행거

리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

리고 자동차사고에서 자기의 과실이 0%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개발원(FY2007)의 통

계자료를 보면, 대물배상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성비를 보면, 자기과실율이 100%인 

경우가 68.0%이고 자기과실율이 0%인 경우는 0.1%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사고발생률 통계로 분석한 것은 사고발생률 자료가 자동차보험 사고위험도의 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률(사
고빈도)과 1사고당 손해액(사고심도)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주행거리에 따른 위

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답변자가 오

류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사고발생률(사고건수) 자료만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정확한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아닌 주행거리에 따라 위험도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기승도, 2009) 
및 Lemiere교수의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이용한 할인할증 구축

시스템을 보면, 자동차사고발생률(사고건수)로 자동차보험 위험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목적을 볼 때, 사고

발생률(사고건수) 분석만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주행거리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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