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방안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

차보험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과 자동차보험 제도와 조화 등 여러 가지 검토해

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검

토되어야 할 점, 장애요인을 해결할 방법,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 변경 방안 및 주행거리 기록장치, 통신비 등 부가발생비용의 처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정 방향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요율결정방법은 크게 ‘선불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는 방법’ 및 ‘선불 구매하는 방법’등이 있다. ‘선불제로 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행거리를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로 반영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인 반면에 ‘변동제로 하는 방법’ 및 ‘선불로 

구매하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 의미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이다.

가. 공통사항

1) 다른 요율요소와 관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요율제도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 중 많은 부분

을 설명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는 주행거리 양과 같은 물리

적 양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운전자의 기질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사용되

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또는 자동차보험 요율요소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고원인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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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보험 요율적용 요소로 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다하더라도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보다 사고위험도가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주행거

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만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와 같이 다른 요소

에 의한 자동차보험 사고위험도를 보완해주지 못할 것이나, 가입경력요율제도

가 공존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운

영이 가능해진다. 즉 운전경력이 오래되었고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보험료는 

운전경력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보다 자동차보험료가 적어진다.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행거리와 다른 요율

요소와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평가대상기간 중 주행거리가 긴 사

람은 그 기간 중 사고발생률이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보다 높을 개연성이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제도는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 할인할증제도가 평

가대상기간 중 사고유무 또는 사고유형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률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와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 겹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 요소만 반영한, 즉 단변량으로 요율을 산출하여 적용

할 경우 보험료가 과대 또는 과소 산출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요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행거리요소와 기타 자동차보험요

소와 상호작용효과를 효과적으로 할인⦁할증해야한다. 

그리고 할인할증제도를 반영하여 주행거리의 고유한 위험도, 기타 요율요소 

고유한 위험도만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요율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인할증제도와 주행거리제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면, 상호작용효

과를 찾아내고, 상호작용효과가 할인할증제도 및 주행거리제도에 통계적으로 

합당하게 분배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행 할인할

증제도의 적용률보다 경감된 통계적으로 유효한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주행거

리 고유한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및 할인할증제도와 주행거리제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적용보험료 산출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주행거리제도가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은 

적용결과측면에서 효과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요율산출자는 두 가

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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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거리 요율적용방법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할인제로 하는 방법과 

할인⦁할증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할인제로만 운영하는 경우에, 미국의 예를 보면 GMAC(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가 있다. GMAC는 OnStar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1만5천마일 이

상 운행하는 경우에 할인율을 0%로 하고 이후 이 기준보다 더 적게 운행하는 

경우는 운행거리 계층별로 13%, 18%, …,  최대 54%할인하는 요율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GMAC의 경우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를 통해 자

동차보험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목적, OnStar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의 경우 안전한 운전자라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할인율제만 

있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행거리 할인율

0-2,500마일 54%할인

2,501-5,000마일 39%할인

5,001-7,500마일 34%할인

7,501-10,000마일 26%할인

10,001-12,500마일 18%할인

12,501-15,000마일 13%할인

15,001마일 ~ 0%할인

<표 Ⅳ-1> GMAC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수준

  자료 : OnStar 웹사이트(http://www.onstar.com)

할인할증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독일의 Polis Direct(2004) 

및 미국 프로그레시브 사 등 많은 보험회사들이 할인 및 할증제도를 모두 시

행하고 있다. 독일의 Polis Direct의 경우에는 2만km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500유로라고 하면 보험기간 만료일에 운행거리가 짧은 운전자(1만km 이하 운

전자)는 5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고, 운행거리가 긴 운전자는 추가로 보험료

를 내야한다. 즉 운행거리가 3만km이상이면 750유로를 더 내야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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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보험료를 할인해준

다는 점에 장점이 있으므로, 가입자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또는 

상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용이하다. 반면에 동 제도는 주행거리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측면의 벌칙(penalty)이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할인 

및 할증제도를 모두 포함한 제도보다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는데 다소 제한

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에 할인과 

할증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 경우는 앞서 살펴본 할인 프로그램만 있는 경

우보다 주행거리 감소를 유도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즉 동 제도에 참여

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하도록 심리적 측면에서 더 유효한 제

도일 수 있다. 반면에 동 제도는 할증제도가 있어서 앞서 언급한 제도보다 운

전자가 덜 참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다.

요율적용측면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형평성에 부합된 제도이다. 그리고 

두 제도는 서로 상반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

행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제도 측면,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 

중 사고할증 및 무사고할인제도에 익숙한 가입자의 태도 측면을 모두 감안할 

때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요율제도도 할인제도와 할증제도가 모두 포함된 

것이 좀 더 나은 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가 자유화되었으므로, 요율제도가 어느 한가지로 고정될 필요는 없다. 보

험회사가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과 회사의 경영전략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나. 보험료 고정제

1) 정의

우선 ‘선불제로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 방법은 현행 

자동차보험 보험료 결정 및 납입 방법에 주행거리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23) Todd Litm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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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보험료 고정제 개념도

다. 즉 과거 일정기간(1년 또는 3년 등)의 평가기간 동안 운전자(또는 기명피보

험자)가 운행한 주행거리로 향후 1년간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甲이라는 사람이 과거 1년 동안 주행거리가 1만 km이고 甲이 가지고 있

는 자동차 종류의 과거 1년간 평균적인 주행거리가 1만5천 km라고 하자. 이때 

甲은 자신이 속한 위험그룹(자동차 종류 등)에 속한 사람들 보다 평균적인 주

행거리가 적으므로 다음 갱신계약에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의 할인할증제도와 동일하다. 

이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또는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의 

과거 운행거리가 향후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 되

여야 한다. 즉 앞의 예에서 甲의 과거 1년 동안 평균운행거리가 1만km이었다

면, 다음 갱신계약에서도 평균 운행거리가 1만Km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지는 통계적

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전 자동차보험소유자에게 적용될 때 

유효한 방법이다. 일부 위험그룹에 제한되어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시

행된다면, 보험료 면탈제도로 활용될 개연성이 큰 제도이다. 즉 어떤 운전자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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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거 1년 동안 그가 속한 위험집단의 평균주행거리보다 적다면,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乙이 보험을 

갱신한 이후 여러 여건변화 등으로 과거 평균주행거리보다 많이 운전을 했을 

경우 갱신주행거리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여 주행거리 자동차보험 상품

(또는 제도)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요율차등화상품이 보험료 할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불제’로 주행거리에 연동한 요율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

은 보완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불제의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의 주행거리 감소효과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제도가 운전자의 운전태도를 변

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연구들이 있다. 즉, 보험료와 자동차사고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다(Carndall, Graham 

1984; Garbacz, Kelly 1987; McCarthy 1992; Chrinko, Harper 1993). 보험료 부

담을 통해 운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할인할증제도와 교통법규

위반제도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가장 부합한 것이다. 이런 할인할증제도와 교통

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와 유사한 방법,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는 주행거리에 연

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선불제의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이다. 이들 제도

가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사고

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모

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 제도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동 제도들은 운전자가 안

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운전정도, 운전태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과거 일정기간의 사고유무, 평균 운행거리 등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즉 

지연된 평가방식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이 방식은 과거 일정기

간 동안(또는 평가대상기간)의 운전자의 사고유뮤, 교통법규위반 유무, 평균 주

행거리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한다. 과거의 실적에 

따라 미래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운전자의 태

도를 변경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자신

의 사고유무, 또는 주행거리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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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제도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하도록 운전습관 또는 운

전태도를 유도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선불제의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전면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주행거리에 연동한 요율차등화제도의 도입으로 인

한 주행거리감소와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자동차사고 감소의 효과는 다소 줄어

들 개연성이 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평가대상기간 중 평균 

주행거리가 길었던 운전자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를 선택하지 않

고, 주행거리로 평가하지 않는 다른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자신의 주행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품선택이라

는 손쉬운 수단으로 자신의 주행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요율차등화제도에 우량가입자(평균주행거리가 적은 사

람)가 몰린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가입자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제도 비가입자 각 집단 간의 평균주행거리 수준을 비교해 보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주행거리 정도에 따른 위험도 차이가 주행거

리에 반영되고, 평균보험료가 낮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로 들어가지 

않은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들도 주행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차이

로 인하여 비가입자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가입하기 위하여 주행

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전면적인 시행이 아닌 부분적인 시행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평균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면적으로 시행되는 것 보다는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효과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불제의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주행거리 감

소와 사고발생률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선불제의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의 도입’이 우선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행

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동 제도에 반발하는 운

전자들(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험회사들이 상품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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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장전략(Target Marketing strategy)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

토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대상기간

‘선불제의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

서 ‘선불제의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주행거리 평가는 연간 평균주행거리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므로 자동차가 1년간 운행한 거리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위험도와 평가대상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연간 평균주

행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거 1년간 평가대상기간으로 하는 방법, 과거 3년

의 평가대상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3년으로 나누어 산출한 연간 평균주행거리로 

하는 방법이 있다. 

평가대상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에는 경제환경변화, 개인의 특수한 상황 등

으로 1년간 주행거리가 연도별로 변동이 심할 수 있다. 변동이 심한 평균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보

험가입자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가대상기간을 3년

으로 하고, 3년간 기록된 총 주행거리로 산출한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평가대상 

주행거리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가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

는 경우보다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

과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행거리를 감소시킬 효과 측면을 고려

하면 평가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제도의 

안정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평가대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다. 평가대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에 신차 등 평가대상기간이 3

년이 되지 않은 자동차는 3년 미만의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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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간 (안)
평가 주행거리 선택

평가대상기간 정     의

평가대상기간 1년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

터 과거 1년간 기간을 평가대상기간

을 한다.
1년간 주행거리

평가대상기간 3년

전계약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

터 과거 3년간 기간을 평가대상기간

을 한다.

평균 주행거리

(총주행거리÷3년)
○

<표 Ⅳ-2> 보험료 고정제에서 평가대상기간 (안)

3) 요율수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의 요율수준은 차종별 평균주행거

리별 위험도 대비 평가대상기간 중 평균주행거리의 위험도로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로 집적한 자료로 분석한 주행거리별 위험도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위험도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행거리 추정계수
주행거리별 상대위험도 적용

보험료수준환산상대도 평균상대도

1만km 이하 0.000 1.000 0.592 41%할인

1만km 초과 ~ 1만5천km 이하 0.523 1.688 1.000 -

1만5천km 초과 0.846 2.330 1.380 38%할증

<표 Ⅳ-3>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료 : <표 Ⅲ-11> 다양한 주행거리 변수와 사고위험도의 관계 분석결과

 추정 주행거리별 위험상대도 추정계수는 1만km이하의 경우는 0.000, 1만km 

초과 1만5천km 이하는 0.523, 1만5천km 초과의 경우는 0.846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앞의 3장의 분석에 설문조사 대상자의 평균주행거리가 1만km 초과 1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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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k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한 주행거리별 위험

상대도는 평균주행거리 구간 이하는 약 41%정도 평균주행거리 구간보다 위험

도가 낮고 평균주행거리 구간을 초과하는 1만5천Km 초과 구간은 약 38%정도 

사고위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1만Km 이하 

운전자는 41%의 보험료할인, 1만5천Km 초과 운전자는 38%의 보험료를 할증 

받아야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설문조사로 집적한 자료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분석된 자료가 실제 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별 보험료수준이 될 수 없다. 

실제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료 수준은 실제 자동차보험 실적자료로 분석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연구의 분석결과로는 주행거리별 위험도차이를 개략적으

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통계자료의 

양등을 감안하여 주행거리별 보험료수준을 결정하면 1만km 이하 운전자에게는 

약 41%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1만5천km 이상 운전자에게는 약 38%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수준이 적정 주행거리별 보험료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4) 전계약과 동일조건

자동차보험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이므로 계약조건이 바뀔 수 있다. 즉 기명

피보험자의 이름이 바뀔 수 있고, 피보험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다. 이처

럼 기명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를 주행거리 평가 대상

의 변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행거리 평가대상이 변경되면 과거 주행거리 

정보 평가가 변경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행거리 평가기준을 ‘전계약과 동일조건’이라고 부른다. 주행거리평

가의 전계약과 동일조건은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방법,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

자동차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가구당 약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1대를 가족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운전한다는 의

미이다. 이 경우에는 전계약과 동일조건을 기명피보험자 만으로 하더라도 충분

히 자동차별 총 주행거리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가구에 자동차가 2대인 

경우이면서 2대의 자동차가 1명의 기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명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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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평균주행거리를 평가하여 적용하면, 과도한 주행거리 평가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라는 객관적인 매개체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

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

보험 요율차등화제도의 전계약과 동일조건은 기명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계약과 동일조건(안) 정     의 선택

기명피보험자
1가구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정

확한 위험도 평가⦁적용을 할 수 없음.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 정확한 위험도 평가⦁적용이 가능함. ○

<표 Ⅳ-4> 보험료 고정제에서 전계약과 동일조건 (안)

다. 보험료 변동제

1) 정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제’는 연납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분하

고, 기본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고정제처럼 가입시점에 선 납입하고, 변동보험

료는 월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납입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

은 일본의 IOI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의 요율

제도와 동일한 방법이다. 즉, 보험료 변동제 방법은 자동차에 탑재된 단말기를 

통해서 실제 운행한 거리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로서, 

전화요금과 같이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후정산하는 것이다. 

주행거리 보험료 =
기본보험료

(일시납)
+

변동보험료

(일정 기간)

<표 Ⅳ-5> 보험료 변동제의 개념도



78 연구보고서 2009-06

<그림 Ⅳ-2> 주행거리 연동 변동보험료 제도 (월납 예시)

(단위: 원)

이 방식에서는 운전자가 인터넷 등으로 보험회사의 주행거리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 자동차에 기록된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전송(upload)하거나, 이

동통신망을 활용하여 자료를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료가 

전송⦁집적된다. 운전자는 매월 자신이 운전한 운행거리를 인터넷 등으로 확인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화요금처럼 매월 운전자에게 주행거리

를 통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신이 과거 1달 동안 운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

회사가 결정하여 제시한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면 된다. 매달 주행거리에 연동

한 보험료를 확인, 납입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향후 운전정도(주행거리 양)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운전자가 자신의 주행거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매달 자신의 운전 정도를 통제할 

수 있는 요율제도라는 측면에서 총 주행거리 양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목적과 일치하는 요율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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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주행거리 연동 변동보험료 제도 (3개월납 예시)

(단위: 원)

이 방식은 변동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될 수 

있다. 과거 주행거리 자료를 운전자가 매월 전송(upload)해야 한다면, 운전자가 

매우 불편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

매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운영의 불편성 때문에 동제도가 확산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소비자)가 자료를 전송

(upload)하는 기간을 매월에서 분기 또는 반기로 줄이거나, 자료전송이 무선전

화망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중 자료를 

무선전화망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법은 전화망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

이 발생한다. 전화망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

보험제도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제도의 실효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주행

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또

는 소비자)가 직접 자료를 전송(upload)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 운전

자가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방법은 수시로, 즉 매월 자료를 전송하도록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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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운전자가 불편해 할 수 있으므로 연 2회 또는 4회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몇 번 전송하느냐에 따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

동차보험 요율제도, 특히 보험료 변동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2) 평가대상기간

‘보험료 변동제’에서 주행거리에 대한 평가대상 기간은 변동보험료를 평가하

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즉 월별로 주행거리를 평가하여 보험료에 반영한다면 

평가대상기간은 1개월이 되며, 3개월마다 주행거리를 평가하여 변동 보험료를 

결정한다면 3개월이 평가대상기간이 된다. 

평가대상기간을 개별 보험계약별의 월단위로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주행거

리 연동 보험제도의 주행거리 결과를 통보하는 사무처리가 너무 복잡해진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계약별로 월단위의 주행거리를 산출하여 통보하는 

경우 - 즉 어떤 계약이 당년 1월 15일부터 차년 1월 14일의 1년 계약이라고 한

다면 이 계약의 월별 주행거리 평가는 매월 15일부터 차월 14일까지이다 - 에

는 보험회사가 주행거리 평가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업무도 

복잡해진다. 따라서 전화요금 또는 전기요금과 같이 매월 단위 매분기 단위(1일

부터 해당 기간의 월말)기준으로 변동보험료를 평가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대상기간 정의(월납인 경우 예시)

1월, 3개월, 6개월 등 다양

당해 보험계약의 매월 1일부터 당해 

월의 말(30일 또는 31일)까지의 기간으

로 한다.

<표 Ⅳ-6> 보험료 변동제에서 평가대상기간 (안)

3) 기본보험료 대상 담보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의 수준 결정은 회사별로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자

동차보험 담보 중에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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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담보이다. 이들 담보를 매월 변동보험료로 할 경우에는 미가입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미가입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기본보험료 항목에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 담보가 포함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담보를 기본보험료로 포함시킬 때 납입방법을 일시납 상품만 판

매할 것인지 현행처럼 일시납 및 연속납(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도 

판매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연속납은 보험가입자(또는 운

전자)가 자동차보험료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제도이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중 ‘보험료 변동제’는 매월 

변동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이므로, 운전자(가입자)입장에서 보험료부담이 일시

납 자동차보험제도보다 덜한 제도이다. 따라서 미가입자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

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변동제’ 의 기본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보험료 수준

‘보험료 변동제’에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수준은 연간 기준으로 앞의 ‘보

험료 고정제’에서와 동일하다. 즉 평균주행거리(약 1만5천km)보다 적으면 보험

료를 약 41%정도 할인하고, 평균주행거리보다 길면 보험료를 약 38%정도 할증

하는 것이다. ‘보험료 변동제’에서 보험료 결정방법도 앞서 분석방법과 동일하

게 다변량기준(할인할증, 가입경력, 연령 등 요율변수를 포함)으로 산출하고 평

균주행거리 위험도 대비 단거리 주행거리 및 장거리 주행거리의 위험보험료를 

산출⦁적용하여야 한다.

5) 전계약과 동일조건

주행거리 평가의 전계약과 동일조건의 경우도 ‘보험료 고정제’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도중에 운전

자(보험가입자)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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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수 있고, 다른 자동차를 추가(양수 추가)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처음 보험에 가입했던 순간에는 1대의 자동차였으나, 보험기

간 중에 자동차를 추가 양수하여 자동차가 2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동차 소유상황의 변동에서 엄밀한 의미의 주행거리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보험료 고정제’에서와 같이 전계약과 동일조건을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

자동차’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4> 주행거리 선구입제 개념도

라. 주행거리 선구입제

1) 정의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주행거리를 선 구매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운전

자가 자신은 향후에 1만5천km를 운전하겠다고 정하고, 1만5천km에 달하는 보

험료를 미리 내고 보험증권을 받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운전자가 실제 얼마

나 운행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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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시점에 운행기록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알려주면 된다. 운전자는 자기 책임 

하에서 보험회사와 계약한 만큼의 주행거리만큼 운전한다. 

이 제도는 호주의 Real Insurance(Holland Insurance Australia의 소매브랜드)

에서 실시하고 있는 Pay As You Drive상품이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계약할 

때 보험사로부터 주행거리를 구매해야 한다. 구매해야할 최소 주행거리는 

5,000km이며, 1km당 비용은 0.1달러이다. 따라서 최소보험료를 300달러라고 했

을 때 5,000km를 구매한다면 보험료는 $800(=$300 + 5,000km × $0.1)가 된다. 

미국의 MileMeter Insurance Company도 호주의 경우와 같이 주행거리에 따

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per(by)-mile car insurance를 판매하고 있다. 주행거리 

확인은 차량등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험

료는 6개월 단위로 구매해야 한다. 보험료는 나이, 차종, 지역 등의 요소에 따

라 산출되며,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는 마일(mile)당 $0.05를 내고 구입해야 한

다.

이 방법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미리 충전하고 주행거리만큼 운전하며, 실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 측면에서 앞서 두가

지 방법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무보험상태에 처할 개연성이 높은 

제도이다. 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해야하는데, 구입한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사고가 날 경우 무보험상태가 된다. 자동차사고로부터 피해자의 경제

적 손실 보장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에 반하는 사고가 기존 방법보다 더 많

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주행거리 장치를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큰 제도이다. 자동차사고시점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데, 주행거리 

확인 장치는 자동차 주행거리계기판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잘못된 마음을 먹을 

경우,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하고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 요율제도

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계기판의 주행거리로 실제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별도의 장치를 꼽아 자동

차의 OBD장치를 통해 자동차 내부의 컴퓨터에 기록된 주행거리 정보를 수시

로 확인하는 방법이나, 자동차 사고시점의 주행거리 확인을 자동차 내부컴퓨터

에 기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MileMeter사와 같이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기관에서 해당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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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또는 구입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하는데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2) 평가대상기간 및 전계약과 동일조건

동 방법은 운전자가 미리 주행거리를 구입하므로 평가대상기간 및 전계약과 

동일조건이 필요 없다.

3) 보험료 수준

보험료 수준은 앞서 살펴본 ‘보험료 변동제’ 및 ‘보험료 고정제’와 동일하다. 

즉 기준 주행거리(1만km 초과 1만5천km 미만) 구간을 기본으로 이보다 더 적

게 운행하면 41%할인하고, 초과하여 운행하면 38%를 할증하는 것이다. 요율수

준은 주행거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요율요소가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한

다. 주행거리는 운전 양에 대한 부분에서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운전자의 

운행태도 및 경험에 대한 것은 다른 요율요소가 더 정확한 위험도 평가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 및 할인할증제도 등 다

른 요소가 감안된 보험료에 주행거리 수준별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 보험

료로 ‘주행거리 선구입제’ 보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주행거리 선구입제 중도해지 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남에게 양도하거나 하여 이미 

구입한 주행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선구입한 주행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평가

이상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의 대표적인 제도인 ‘보험료 고정

제’, ‘보험료 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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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선 주행거리 감소를 유

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보험료 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제’, ‘보험료 고정

제’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가 성

공 가능성 측면에서는 ‘보험료 고정제’의 경우 전 자동차가 주행거리 연동 자동

차보험제도에 가입할 경우 효과가 있는 제도로 판단되나, ‘보험료 변동제’ 및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경우는 일부 자동차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운영하여도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들 3가지 제도 중에서 ‘주행거리 선구

입제’의 경우에는 주행거리 계기판 조작과 같은 보험사기 가능성, 미가입자 문

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각 제도의 장단점을 볼 때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

차보험 요율제도는 ‘보험료 변동제’와 ‘보험료 고정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적용대상 검토

가. 보험종목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제도는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계층에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은 개

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용은 명칭처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업무용은 회사의 소속자동차로 회사 업무처리 목적으로 

직원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이고, 영업용은 택시, 버스 및 화물자동차처럼 자동차

운행의 대가로 돈을 받는 자동차이다. 이들 자동차의 용도를 볼 때,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요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출퇴근 및 가정용’ 및 ‘개인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이 중에서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앞서 검

토한 업무용이나 영업용과 동일하게, 주행거리에 연동한 요율제도에도 불구하

고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일 개연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개인용 자동차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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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가정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요

율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용도별 구분 정  의

개인용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업무용

개인용이 아닌 비사업용 모든 자동차, 개인소유 자가용 3
종 승합,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 경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영업용 모든 사업용 자동차

<표 Ⅳ-7> 자동차 용도별 대상차종

 자료 : 보험개발원(2008),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료율 신고서, pp.17-18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전체 자동차 중에서 개인용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FY2009(2008.4 ~ 2009.2 기준)의 평균유효대수(자동차대수)기준으로 70.5%,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71.2%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전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대

부분이 개인용으로 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용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 목적상 필요불가피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무용이

나 영업용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자동차를 개

인적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더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 대도시에는 지하철, 버

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자는 의지만 있다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

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요율제도를 개인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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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대 수입보험료

대 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개인용       1,128 70.5% 61,000 71.2%

업무용 418 26.1% 24,655 28.8%

영업용 53 3.3% 5 0.0%

합  계       1,598 100.0% 85,661 100.0%

<표 Ⅳ-8> 2008.4 ~ 2009.2의 자동차보험 보험종목별 업계실적

 자료 : 업계 실적

나. 적용담보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

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있다. 이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

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담보이다. 나머지 담보는 자동차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

문에 임의담보라고 한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적용대상 담보는 

모든 담보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사고의 유형은 크게 인

적사고와 물적사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

다. 이것은 자동차사고의 유형이 이들 담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이들 담보 중 특정한 담보와 연관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

차보험 제도는 이들 모든 담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적용방법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요율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야 한다.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률이 적용되는 담보는 모든 담보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지만, 요율제도 조건(예, 변동보험료 및 구입대상 담보)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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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료 변동제’의 경우 모든 담보에 대하여 

보험료 변동제를 적용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인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에서 미가입 자동차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주행거리 선구입제’

에서도 의무가입대상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에 대

하여도 주행거리 선구입 대상으로 할 경우 사고시 평가한 주행거리가 구입한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미가입이 된다. 즉, ‘보

험료 변동제’와 ‘주행거리 선구입제’에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포함시킬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담보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

험제도의 옵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자

동

차

보

험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의무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임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의무

이륜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임의농기계보험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기타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 외화표시자동차보험

<표 Ⅳ-9> 자동차보험 종류 및 담보

    자료 : 기승도(2009), p42

그러나 이들 대상에 대해서도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주행거리 변동제의 변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대인

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경우는 매월 주행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방안 89

거리에 따라 변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1000만원 한도)의 

경우에는 가입시점에 연간 보험료를 낸 이후 월별로 주행거리에 따라 적정 보

험료 수준을 평가하여 주행거리 평가월 다음 월에 인상 또는 인하 보험료를 추

가 부가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경우

에는 납입방법을 달리하더라도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

면서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료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로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자동차 용도별 구분
대상담보

보험료선불제 보험료변동제 주행거리선구입제

대인배상Ⅰ ○ △주) ×

대인배상Ⅱ ○ ○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 ○ ○

대물배상 ○ △주) ×

자기차량손해 ○ ○ ○

무보험차상해 ○ ○ ○

<표 Ⅳ-10> 주행거리 연계 요율제도 적용대상담보

   주 : 보험료 변동제에서 동 제도를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가
입금액 1000만원)의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하여 운영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으
므로 ‘△’를 하였음.

다. 적용지역

광역시와 도의 평균주행거리를 비교해 보면, 광역시가 약 1만4km이고, 도가 

평균 1만5천km이다. 그 차이는 약 1천km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번 연

구에서는 조사되었다. 본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전국을 층화표본추출한 자료

이므로, 통계의 대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

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실적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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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주행거리

광역시도별 광역시/도 구분

서 울 12,984 

 14,467 

부 산 15,531 

대 구 13,900 

인 천 20,480 

광 주 7,969 

대 전 23,100 

울 산 8,615 

경 기 14,865 

 15,446 

강 원 10,367 

충 북 18,877 

충 남 19,300 

경 북 15,017 

경 남 16,506 

전 북 15,033 

전 남 13,827 

<표 Ⅳ-11> 광역시도별 평균주행거리

(단위: km)

 자료 : 보험연구원(2009), 설문조사 결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그 첫째, 위험도에 부합한 요율적용이라는 측면과 둘째,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

험 제도도입으로 평균 주행거리를 줄임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에 따르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을 전면적으로 전 지

역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광역시도별 주행거리 차이가 크지 않

으므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지역별 차별 없이 요율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둘째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

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제도의 도입으로 주행거리를 절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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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대체교통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전자가 주행거

리를 절감하고자 하는데 대체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행거리를 절감

하기 어려워진다. 대체교통수단의 확보측면에서는 광역시도가 가장 잘 되어있

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의 적용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전국적인 대체교통

수단의 존재여부 등을 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국시군구에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건설하였고, 이

에 따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잘 닦여져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전국 대체교통 수단의 활용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킨 효율적 제도도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도입에 찬성한다면, 주

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제도 도입지역을 전국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일부에서 반대한다면,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두 

가지 목적-요율적용의 형평성확보, 사회적 비용 최소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제도를 우선 광역시도 부터 실시하고, 이후로 대체교

통수단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행거리정보 관리 주체 및 방안

주행거리 정보는 앞서 검토한 주행거리 요율제도에 따라 수집방법이 다르다. 

‘보험료 고정제’와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경우는 정부기관에 집적된 정보 또는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집적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즉 주행거리 정보 

집중기관의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보험료 변동제’ 방법은 보험회사

가 운전자(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보험료 고정제’와 ‘주행거리 선구입제’에서 정부기관(국토해양부 등)에 집적

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실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운영하는데 장애가 있

다. 정부기관에 집적되는 주행거리는 승용차기준으로 신차의 경우 출고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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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이후 매 2년마다 자동차 성능검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24)이므로 정부에 

집적된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 평가기관과 일치하지 않고, 신

차인 경우 주행거리가 집적되는 5년 이후까지 적용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자료의 평가기간이 1년 또는 3년 수

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에는 신차에 대한 주행거리 정보가 불완전하다.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집적된 자료를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수집기간을 조정하는 법

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

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

다.<개정 1998.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일 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9.12.31>

    ③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변경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

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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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표 Ⅳ-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2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

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

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료 : 국회(http://www.assembly.go.kr), 2009.7

본 장에서는 국토해양부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자료를 

집적하는 방법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즉, 보험회사가 직접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주행거리를 읽는 장치, 

읽은 주행거리를 전송하는 장치, 자료전송을 연결하는 장치(GPS, 인터넷 등), 

수집된 정보를 집적하는 장치의 순을 거치면서 정보를 읽고, 전달받으며, 집

적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이들 장치의 종류, 기능 및 비용측면에서 본 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주행거리정보 기록, 읽기 및 송신장치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는 자동차에 내장되어있는 컴퓨터와 블랙박스라

고 불리는 ‘영상 및 음성기록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출시

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 자동차운행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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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집적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내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보를 집적하기 위한 추가경비가 들어가지 않

는다. 반면에 자동차 내부에 컴퓨터가 장착되지 않은 2000년 이전의 자동차들

은 별도의 ‘영상 및 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데 이 장치를 장착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된다.

<그림 Ⅳ-5> ECU를 활용하는 경우 개념도 

1) ECU(Engine Control Unit)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

자동차의 내부 컴퓨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행거리 정보 기록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자동차 내부의 주행거

리 정보를 읽는 별도의 장치를 추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

다. 자동차 내부의 주행거리 정보를 읽는 장치는 차량진단단자(OBD25))에 장착

25) 현재 OBD는 On-board Diagnosis의 약자로 차량에 내장된 컴퓨터 (On-Board 
Computer)로 차량의 운행 중 배출 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을 감시, 고장이 진단되

면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 정비소로 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이며 유럽(EU), 일본,한국에서 시행 중이다. 캘리포

니아 대기 보전국 CARB(Californi a Air  Resour ces Board)와 연방 환경청 EPA (Envi 
ronmental P rotecti on Agency)등에서 동일 내용을 채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6년 이

후 적용 되었으며 현재 미국 전역을 포함 Canada까지 이 법규를 만족하는 차량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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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차량의 ECU에서 차량정보를 검출, 기록 송신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 방식은 미국의 프로그레시브가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의 프

로그레시브는 TripSensor라는 장치를 약 30달러에 보험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

다. 보험가입자는 프로그레시브가 공급한 TripSensor 장치를 자동차의 차량진단

단자(OBD)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은 Bluetooth나 USB송신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USB방식은 운전자(보험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므로 추가의 전송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진단단자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전송하는 동 방식은 자료를 읽는 장

치에 들어가는 약 6만원26) 이하의 기계 값만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동 방식은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차 내부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운전자의 임의적 조작이 어렵다. 따라서 자료를 읽는 장치의 주행거리정

보 암호화만 엄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에서 가

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인 운전자의 자료조작가능성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차량진단단자(OBD)에 장착하여 차량의 ECU(ENGINE CONTROL UNIT)에서 

차량정보를 검출/기록/송신할 수 있는 장치

□ 단말기에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요일별 운행여부,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를 직

접 검출

□ 정보 통신 방식은 Bluetooth 및 USB송신방식의 2가지가 있음

□ 단말기 가격은 약 6만원 내외이나 대량생산, 보급될 경우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표 Ⅳ-13> 차량진단단자(OBD)를 이용한 자료수집 및 전송방법

 자료 : 자동차기술연구소 조사자료, 2009

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프로그레시브사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상

품 MyRate를 판매할 때 대상자동차가 1996년 이후 자동차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자동차에 OBD 규정이 적용된다.

26) 동 장치를 제작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으로, 실제 운영시에는 조사한 가격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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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박스(음성 및 영상기록장치)

자동차내부에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는 별도의 블랙박스(영

상 및 음성기록장치)를 통해 자료를 집적, 전송하는 방식도 있다. 이 방식은 

블랙박스에 GPS와 카메라를 장착하여 차량 위치정보, 교통사고 동영상 및 음

성정보 등을 검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이다. 

동 방식은 주행거리 정보뿐만 아니라 사고시 현장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등의 정보의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별도의 통신수단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단말기 자체의 비용 등이 추가되므로 비용측면에서

는 불리한 장치이다. 또한 동 단말기를 운전자(보험가입자)가 임의로 탈 부착

할 수 있으므로,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방식이다. 이외에도 

차량진단단자(OBD)에서 정보를 읽는 방식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단

점이 있다.

□ GPS와 카메라 등을 장착하여 차량위치정보, 교통사고 동영상 및 음성정보 등

을 검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 GPS를 통해 차량의 운행여부 및 주행거리정보를 검출

□ 별도의 통신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통신수단을 갖추기 위한 개발 필요

□ 단말기 가격 : 10만원 후반 ~ 40만원 대로 다양함.

<표 Ⅳ-14> 영상 및 음성기록장치를 이용한 자료수집 및 전송방법

 자료 : 자동차기술연구소 조사자료, 2009

3)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MIV)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자동차의 내부 제어컴퓨터(ECU)에 휴대전화의 무선신호로 접속하

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27) 이것은 현재 SK텔레콤과 휴대

27)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를 IT와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오래전부
터 시작돼 왔으며 점차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시도는 자동차에 제어 컴퓨터 장
치인 ECU(Engine Control Unit)/ECM(Engine control Module)과 센서의 융합으로 이뤄
지고 있다. 이런 자동차의 제어 컴퓨터는 IT와 융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점차 고급화되고 
있고, 사용되는 임베디드 OS도 점차 RTOS에서 리눅스와 같은 응용영역이 넓은 플랫폼
으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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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Mobile in 

Vehicle, 이하 ‘MIV’라 한다)이다. 향후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서비스가 대중화 된다면, 자동차 ECU에 기록된 운행기록 관련 정보가 운전자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동의할 경우에 텔레콤회사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될 것이다. 텔레콤회사

의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운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일본에서는 사

용하고 있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제공하고 있는 G-Book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과 동

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이

미 자동차에 블랙박스와 유사한 개념의 장치를 장착하여 출시하는 경우가 있

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개념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G-Book과 유사하므로, G-Book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DCM중계 방식

  - 주유소, 편의점에 설치된 E-TOWER라고 부르는 전자 키오스크를 통해서 자

동차의 G-BOOK에 기록된 정보가 위성으로 전달되어 정보DB에 집적됨.
둘째, KDDI통신망 이용방식

  - CDMA2000 등 전화통신망을 이용하여 G-BOOK에 집적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임.
셋째, Internet을 활용하는 방법

  - PC, PDA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SD메모리로 G-BOOK에 집적된 정보를 송신

하는 방법임.

<표 Ⅳ-15> G-BOOK정보의 송신방법

일본에서 IOI는 도요타자동차와 연계하여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

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동차는 도요타 자동차가 개발한 G-BOOK 

장치를 장착한 자가용자동차이다. PAYD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송신 방법은 

DCM으로 중계하는 것이다. G-BOOK에 집적된 정보는 ‘DCM을 이용하는 방

법’, ‘KDDI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PC, PDA, 휴대전화에서 인터넷(Internet)

을 활용하는 방법’의 3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Data Base)에 집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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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DCM 접속 휴대전화접속

사무수수료 2,000엔 2,000엔

G-BOOK이용요금

1,380엔/월

7980엔/반년

15,360엔/년

450엔/월

2,580엔/반년

2,920엔/년

통신비 사용항목별(이용요금에 포함) 별도이용자 부담

<표 Ⅳ-16> G-BOOK이용 수수료 및 통신료

  자료 : 平林正宣(2005), p32

G-Book이용 요금은 DCM방식과 휴대전화접속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

나, 상대적으로 DCM방식이 더 저렴하다. G-Book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보

면, 사무수수료의 경우 두 가지 전송방식 모두 2,000엔이고 G-Book이용요금이 

DCM방식이 연 1만5천 엔 수준, 휴대전화접속 방식이 연 2,920엔 정도이지만 

통신비가 별도로 추가된다. 비용측면을 볼 때 G-Book을 이용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성공가능성이 크

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방식은 도요타자동차가 자사의 수

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IOI보험회사와 제휴를 맺은 다소 제한적인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이 될 개연성이 큰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조작가능성’, ‘비용 효율성’, ‘편의성’측면에서 3가지 방식을 비교해보

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겠다. 즉 ‘자료의 조작가능성’ 측면에서는 차량진

단단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및 도요타의 G-Book스타일, 블랙박스를 이

용하는 방식 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차량진단단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자료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의 컴퓨터 정보 및 정보읽기 장치

의 암호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도요타의 G-Book스타일의 경우에는 자료의 관리를 별도의 센터에서 하고, 자

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운전자가 자료를 조작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반면

에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블랙

박스를 탈착한 상태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다.

‘비용 효율성’측면에서는 차량진단장치(OBD)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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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율적이고, G-Book스타일 및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비용이 매우 많

이 드는 방식이다. 연간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료가 64만9천원28) 수준이고, 이

중 보험료를 약 10%할인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6만원 수준이다. 약 6만원 수

준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 연간 수십만 원이 드는 G-Book방식 및 블랙박

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차량진단장치(OBD)에서 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통계분석결과와 같이 보험료 할인율을 약 30%수

준으로 할 수 있다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연간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차량진단장치(OBD)를 활용하는 방

법의 경제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편의성 측면은 전송방식에서 오는 차이로 세 가지 방식간 차이가 거의 없다. 

즉 3가지 방식 모두 집적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모두 불

편하지만, 세 가지 방식 모두 블루투스(Bluetooth)나 GPS를 통한 휴대폰 전송망

으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방식의 전송방식을 사용한다면 편의성은 동일하

다. 그러나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동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한 제도이다. 

그런데 편의성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동제도가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향후 텔레매틱스 기술이 더 활성화될 경우 첫 번째 방

식인 차량진단장치(OBD)가 무선휴대폰 전화기 ECU와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즉 세 번째 방법인 즉 무선전화통신회사와 자동차의 

ECU가 연결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는 

동 방식에 부가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8) FY2008의 1대당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이다. 이 금액에는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의 

실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보험종목의 보험료 수준은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

이 모두 다르고, 영업용, 업무용, 개인용 순으로 보험료 수준이 높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대상을 모든 보험종목으로 한다면 64만9천원의 보험료 수준이 될 

것이나, 가입대상을 개인용으로 제한한다면 1대당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조금 더 낮

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적용범위로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우선 대상으로 제안하였지만, 동 제도의 적용은 전 보험종목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1대

당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를 기준을 전체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한 64만9천원을 대상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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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가지 방식을 ‘자료의 조작가능성’, ‘비용경제성’, ‘사용 편의성’측면

에서 비교해본 결과 차량진단장치(OBD)를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수준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판단된다.

구  분 자료의 조작가능성 비용경제성 사용 편의성
(전 수단에 따라 결정)

차량진단장치 이용 낮 음 높 음 동 일

블랙박스 이용 높 음 낮 음 동 일

G-Book 스타일 낮 음 낮 음 동 일

<표 Ⅳ-17> 정보수집방식 비교 평가

나. 정보교환29)장치 등의 비용 부담 주체

정보교환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차량진단장치(OBD)로 

정보를 읽는 장치, 블랙박스, G-Book스타일을 장착하는 비용, 읽은 정보를 전송

망-인터넷 또는 이동통신 전화망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비용 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 변경으로 혜택은 최대로 얻고 싶어 하지만, 비용은 최소로 부담하려는 것

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비용부담을 위해서는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한 비용분담의 원칙은 ‘수익자의 원칙’이라고 본다. 즉 제

도의 변경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층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수익자는 만일 투입되는 비용에 비례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동 

29)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이란 용어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가입자의 이익 때문에 정보가 이용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

다. 즉, 정보수집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정보를 이용하는 곳인 보험회사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정보제공이라는 용어는 보험가입자의 이익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중립적 입장에

서 ‘정보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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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동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수익자의 원칙’에 따라 동 제도에 참여하는 대상들의 이익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우선 운전자(보험가입자)이다. 운전자는 동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와 약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이익이 운전자가 얻는 이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

간 보험료의 최대 30%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보험가입자

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이 이익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

임(희생)으로써 얻는 이익이다. 운전자(보험가입자)의 경우 주행거리 감소로 인

한 직접적인 수익자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

도가 도입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를 강제화할 경우, 운

전자입장에서는 동 제도에 굳이 가입할 의사가 없는데 정책당국 또는 보험회사

가 강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동제도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겠

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행거리를 전면적으로 도

입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비용부담 불가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차원에서 비

용을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가입자가 정보를 읽는 장치를 구입할 경우 일부 비용에 대하

여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행거

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로 사고가 줄어들고, 운행거리가 줄어든다면 동 

제도로 인한 사회적 감소효과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인한 녹색성장의 

혜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

보험 제도로 인한 효과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도 동제도 

시행으로 인한 수익자일 수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자 원칙’측면에서는 다소 운전자(보험가입자)나 정

부(국가)측면보다 수익이 적은 이해관계자이다. 즉 보험회사는 동 제도가 시행

되기 위한 전산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즉 자동차에 부착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읽는 기계를 부착하는 비용이외에 보험회사가 추가로 동제도의 운영을 위해 전

산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는다면,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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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전액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동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를 하는데 비하여, 혜택은 무엇

일까? 그것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시적으

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 고정제의 경우 보험료를 보험계약 초기

에 받고, 사고 비용은 이후에 지급된다. 따라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실시되면, 보험료를 선불 받은 부분에는 주행거리 시행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먼저 받았는데 동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었다면, 선불로 받은 보험료 부분에서 사고감소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

보험 제도로 사고발생률이 감소한 효과는 다음 연도에 보험료에 반영하여 전체

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한다. 따라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시행 첫

해만 보험회사는 사고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감소로 인

한 영업이익 효과는 보험료 고정제인 경우로 한정된다. ‘보험료 변동제’의 경우

에는 매월 또는 매 주기별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므로 동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사고감소의 혜택을 보험회사가 거의 얻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

할 경우, 위험도에 부합된 요율을 산출 적용한다는 요율산출의 원칙에 부합된 

요율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보험회사의 경쟁적인 측면에서 ‘수익자의 원칙’을 살펴보자. 주행거리에 연동

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동 제도를 포함한 상품을 자

유화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보험회사가 나타난다. 즉 주

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입하려는 가입자 시장이 있을 것이고, 

이들 시장을 목표(target)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나타난다. 이 회

사는 이 시장에 침투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이 시장을 통해 영업이

익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 ‘수익자의 원칙’에 따르면, 이 시장에 참가하는 보험

회사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주행거리 정

보 읽기 장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수익자는 3

자가 된다. 즉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회사,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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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의 혜택을 보는 국민이다. 따라

서 이들 3자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

용을 적절히 분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는 동제도 시스템 구축비

용을 부담하고, 자동차에 부착하는 정보 읽기 장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소

비자도 정보 읽기 장치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정부는 동 장치를 부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소득세 공제와 같은 방안)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주행거리정보 활용범위 및 집적

1) 주행거리정보의 활용범위

자동차 내부의 컴퓨터 또는 블랙박스에는 여러 종류의 정보가 집적될 수 있

다. 자동차내부 컴퓨터(ECU)에는 자동차 운전속도(평균속도), 운행거리, 운행 

시간, 운행습관(예를 들면 급가속, 급브레이크 등) 등의 정보가 집적될 수 있다. 

블랙박스에는 자동차 내부컴퓨터(ECU)에 집적된 정보 외에도 영상정보, 음성 

정보 및 운행지역 등의 정보가 추가로 집적될 수 있다.

이들 주행거리 관련 정보는 자동차보험에 활용될 수 있다. 운행거리 정보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Pay As You Drive)로 활용되고, 평균운전속

도는 주행속도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Pay As You Speed)로 사용되며, 운행

지역은 지역별 요율차등화제도, 운행시간정보는 주간 및 야간 운행에 따른 보

험료 차등화제도, 영상정보는 사고시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거나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내부에 또는 블랙박스에 집적된 정보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항

목이 있다. 예를 들면 운행지역, 운행시간 등의 정보는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 및 시간대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들 정보가 

통신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집적된다면, 이것은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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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 관련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운행거리 연동상품, 

운행지역상품, 운행속도관련 상품, 운전습관(급브레이크 정도에 따른 요율등화)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가입 시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경

우 가입자가 동 상품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함으

로써 개인신용정보보호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주행거리관련 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 프로그레시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프로그레시브에서는 주행거리 관련 상품을 MyRate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

고 있다. MyRate상품에는 주행거리, 주행시간 및 운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option)이 있으며, 선택한 옵션에 따라 보험료할인을 달리한다. 그리고 최

대 4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Ⅳ. MyRate 프로그램 작동단계

첫째, <생략>

둘째, 보험료 할인정도는 MyRate Option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 운행거리 옵션

  ⦁ 운행시간 옵션

  ⦁ 운전방식 옵션(얼마나 난폭운전을 하는가?)
셋째~넷째, <생략>

<표 Ⅳ-18> 프로그레시브의 MyRate옵션

자료 : 기승도(2009), p.149

2) 주행거리정보의 집적 교환

주행거리 관련 정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행

거리 관련 정보의 집중여부는 동제도 시행의 단기, 장기로 나누어서 그리고 방

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안별로 살펴보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는 앞서 본 연

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험료 고정제’, ‘보험료 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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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는 이들 방

안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주요한 요율제도로 평

가할 수 있는 이들 3가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였다. 

이들 3가지 방안 중에서 ‘보험료 고정제’의 경우,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및 운전자)의 평균 주

행거리 정보가 필요하다. 물론 나머지 두 방안도 동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요율상품에 가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고정제’

의 경우를 보면, 동 제도는 보험료를 우선 납입하는 제도이므로 낮은 주행거리

로 보험료를 할인 받은 뒤 많은 운행을 해서 사고위험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시에 주행거리 요율제를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향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야 전체적인 보

험료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 그런데 이들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서 탈퇴하고 다른 제도로 넘어갈 경우, 주행거리 연동 요율제도 집단과 기타 

집단의 손해율 위험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주행거리 연동 요율제도 

집단은 사고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가 적용됨으로써 손해율이 악화되고, 주행거

리 연동 요율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집단은 높은 위험도의 가입자가 들어옴으로

써 손해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

험제도 특히 ‘보험료 고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동 제도가 전체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주행

거리 관련 정보가 공동정보 집중기관에 집중이 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들은 공

동정보 집중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주행거리별 요율 차등화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경우를 보면, 주행거리를 선구입한 사람이 주행거리 계

기판을 조작할 경우 동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 선구입제

에서도 자동차의 내부컴퓨터(ECU)에서 주행거리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는 장치

의 부착이 필요해 보인다. 아니면, 자동차 사고시점의 주행거리 확인을 자동차 

내부컴퓨터에 기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자동차의 내부컴퓨터(ECU)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 선

구입제’에서는 별도의 주행거리정보를 집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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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변동제’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주행거리 정보의 집중이 필요 없

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으로, 즉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인 ‘주행거리 변동제’에 가입한 운전자는 월별로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회사는 제공된 정보를 월별로 평가하여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 수준을 결정 제시하면, 보험가입자가 제시된 보험료를 납

입하는 운영체계가 월별, 매년 반복된다. 따라서 주행거리 관련정보는 운전자

(보험가입자) 주행거리관련 상품을 제공한 보험회사간에 주고받으면 된다. 따라

서 주행거리 관련 상품을 구입한 운전자(또는 보험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별도의 주행거리관련 정보 집중기관에 집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행거리 관련 정보집중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장기적으로 향후에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전 자동차

를 대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주행거리 관련 정보집중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즉 ‘주행거리 변동제’ 형태 뿐 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자동차를 대상으

로 한  ‘보험료 고정제’ 형태의 주행거리 요율차등화제도가 실시된다면 주행거

리와 관련한 정보집중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행거리 관련 정보를 집중하게 될 경우 정보집중기관의 지위는 주행거리 정

보를 어떤 정보로 볼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즉 주행거리 정보를 단순 보험

정보로 볼 경우 보험정보 집중⦁활용기관에서 집중할 수 있으나, 신용정보로 

볼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30)이 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행거리 관련 정보이외에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은 해

석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정보가 법률적으로 

신용정보로 해석된다면 주행거리관련 정보(주행거리 및 시간, 지역 등 주행거리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617호 시행일 

2009.1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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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집적하는 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4. 주행거리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방향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실시되면, 

자동차주행거리 감소로 인한 사고발생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거리에 연동

한 자동차보험 제도로 운전자(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감효과)가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국민(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에 따른 맑은 대기오염 혜택 등), 보험회사(사고율 감소에 따른 단기 이익)의 

순으로 이익을 많이 향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두 이

익이 되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주행거리 정보를 읽고, 전송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주행거리 정보를 읽고 전송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동차보험료 절

감으로 얻을 수 있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초과하면, 제도가 도입되기 어렵다. 따

라서 충분한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뿐만 아

니라 동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여보면, 

할인계층의 경우 최대 41%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할

증계층은 약 38%정도까지 할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보험료 수준을 

볼 때, 약 38%수준의 주행거리 할인할증률은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 도입에 유

효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설문 조사가 아닌 실제 분석자료를 사용할 

경우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할증 요율 수준이 더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즉, 주행

거리에 연동한 요율 수준에는 할인할증 등 과거 사고유무에 따른 요율차이 부분 

등 기타 요율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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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율제도를 다 포함시켜 분석하면 추정된 할인율 41%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값이 계산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 할인율이 41%보다 더 낮아진다

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유인 요인이 없어질 수 있다.

정책당국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 강제적으로 실시

함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은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가입자도 있고, 동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을 것

인데 왜 강제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느냐는 비난의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자유화라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입

자는 평소 주행거리가 길어서 동 제도에 가입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동 제도를 도입하기 싫어하는 보험회사는 동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거나, 동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

라서 전면적인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를 실시하면 많은 불만의 소

지가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동제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를 허용하

되 동 제도에 참가하는 주체가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주행거리 정보를 읽는 장치 및 전송장치의 비용, 자료 전송비용

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반 조성방법으로는 자료전송

장치 및 전송비용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목표

시장화(Target Marketing)를 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

동차보험 요율수준이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더라

도 평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 즉 사고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개발⦁판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 연령을 대상으

로 동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주요연령계층(26세~59세)에 비하여 저연령계층

의 사고위험도(사회적 비용)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기승도, 

2009). 이들 계층의 자동차대수는 FY2006기준으로 약 16만대 수준인 것으로 보

인다. 동 상품의 판매범위를 29세 이하로 확대할 경우 대상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료 할인 금액도 많아지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충분한 

목표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계층의 사고발생률 감소유도를 통

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외국에서는 주요 정책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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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유효대수
사회적 비용 상대위험도

사고빈도 사고심도 사회적비용

20세 이하 2 1.927 0.838 1.880

20~25세 136 1.113 1.151 1.281

26~59세 8417 1.000 1.000 1.000

60~64세 442 1.017 1.054 1.072

65세 이상 398 1.040 1.084 1.127

<표 Ⅳ-19> 연령그룹별 위험 상대도

(단위 : 천대)

  자료 : 기승도(2009), p.104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MIV)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

차를 대상으로 특화된 주행거리 연동형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MIV)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매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이 서

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개별 자동차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 시장은 

현재 태동하고 있는 시장이다. 각 자동차회사 및 이동통신회사는 이 시장을 키

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향후에는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 개연성이 크므로, 시

장 친화적인 경영전략을 취하는 자동차보험 회사는 모바일 텔레매틱스 서비스

를 제공받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

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의 시행은 단

기, 장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 상품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각 보험회사는 자신의 경영전략에 따라 시

장침투전략 또는 틈새전략(niche Strategy)의 일환으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

차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

동차보험 시장이 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경우 전면적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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