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 시 

경제효과 분석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제효과는 앞서 분석한 주행거리에 

따른 위험도차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를 실시할 경우에 나타난다. 주

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의 효과는 도입방법 및 적용대상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전

면적 그리고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도입하는 경우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

차보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Ⅵ.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방안』의 세부방안에서 “보험료 

고정제”, “보험료 변동제” 및 “주행거리 선구입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그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살펴본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방법 중에서 주행거

리 요율제도의 효과가 가장 크면서 도입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기준으로 추정되

었다. 즉, 보험료 변동제를 가정하고,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제도의 도입대상 차종은 개인용(승용) 자동차인 경우

를 가정하여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의 경제효과는 자동차보험 제도 이외의 다

른 경제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보험료부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정도 변화(가격에 대한 주행거리 탄력도 변화),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도입되는 지역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장에서 추정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효과는 이러한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변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추정효과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크

기를 결정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행거리의 감소정도이

다.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대부분 주행거리에 가격체계를 도입했을 때 주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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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해보고, 이 추정치를 이용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1.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 분석

가. 통계자료

자동차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시킬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운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즉,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의 규모가 차등화 될 경우 운전자들은 한단위

의 추가적인 주행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여 주행거리의 양

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운전자의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가격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선행연구(Bordoff·Noel, 2008; Edlin, 2003; Parry, 

2005)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가 변할 때 유류소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유류소비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였다. 그

리고 유가를 보험료로, 유류소비를 주행거리로 대치시키고 유류소비의 가격탄

력성을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과 같다는 가정을 이용해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

료 차등화 제도가 도입될 때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유류소비는 자동차의 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

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류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으

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기본적으로 유류소비와 주행거리를 동일한 

변수로 취급해서 추정한 경제적 효과의 규모를 신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유가소비 대신 주행거리라는 직접

적인 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유가는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이용했다. 즉, 주

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가격이 변할 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가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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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변하는지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였다.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의 기술적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는 <표 V-1>에 도시하였다. 주행거리와 주유소 판매가격

을 로그값으로 전환한 이유는, 탄력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방법이 종

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를 로그값으로 전환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

다. 주행거리,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 및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정보는 각각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은행을 통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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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iv.) 
최소값

(Min)
최대값

(Max)

주행거리

(교통량)

주행거리(km) 17766.160 1911.890 12316.250 22955.490 

로그(주행거리) 9.779 0.111 9.419 10.041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

유가(원) 1215.880 312.199 554.000 1922.600 

로그(유가) 7.063 0.300 6.317 7.561 

경기선행지수
선행지수 87.365 16.106 64.200 116.800 

로그(선행지수) 4.453 0.184 4.162 4.760 

트렌드
t 87.000 50.085 1.000 173.000 

tt 10063.000 8997.322 1.000 29929.000 

자동차등록대수

(단위: 대)

자동차대수 12300000 2433380 7369013 19700000

로그(자동차대수) 16.308 0.205 15.813 16.797 

계 절

JAN 0.011 0.105 0 1 

FEB 0.011 0.105 0 1 

MAR 0.011 0.105 0 1 

APR 0.011 0.105 0 1 

MAY 0.011 0.105 0 1 

JUN 0.011 0.105 0 1 

JUL 0.011 0.105 0 1 

AUG 0.011 0.105 0 1 

SEP 0.011 0.105 0 1 

OCT 0.011 0.105 0 1 

NOV 0.011 0.105 0 1 

DEC 0.011 0.105 0 1 

관측수 1995년 1월 ~ 2008년 12월(168개)

<표 V-1>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주 : 굵은 글씨는 회귀분석의 기본그룹(reference group)을 뜻한다.

주행거리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가능한 분석방법은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이 유일하다. 하지만 유의한 시계열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

나가 충분한 관측수이다. 대부분의 시계열자료가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축적

되기 때문에 관측수가 충분하지 못해 유의한 계량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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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대

신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였다. 총 관측년

도는 199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관측 수는 168개이다. 관측년도를 

1995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로 제한한 것은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서 

교통량을 기록하기 시작한 기간이 1995년 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나. 정성분석 및 분석모형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해야 한다. 

즉 운전자들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될 때 주행거리를 얼마나 변동시

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탄력성을 이용해 경제적 효과를 추

정하게 된다. 가격탄력성은 상품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정도를 의미

한다. 즉,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하였을 때 수요량은 몇 % 변화하는가

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

(elastic)이라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주행거리의 가격에 따라 주행거리라는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게 된

다.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면(Cross-Secion)데이터 또

는 패널(Panel)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하나 이러한 분석은 각 운전자의 실제 주

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

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차등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소비자)가 

가격이 변함에 따라 주행거리라는 상품의 소비량을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시킬

지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경우,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라는 직접적인 

가격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을 이용한 시계열분석이 유일한 방법이

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주행거리라는 상품을 소비

하고, 그 소비량에 따라 보험료를 가격으로 지불하듯이 현재 운전자는 주행거

리라는 상품을 소비할 때마다 유류 값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가격은 

주행거리의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변수이다. 어떤 차종은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동차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원료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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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동이 서로 강하게 연동되어 있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 값을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의 대체변수로 이용하는데는 무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31)   

ln    ln    ′                             (Ⅴ-1)

식 (Ⅵ-1)에서 ln(Trans)는 교통량(주행거리)에 로그값을 취한 것이며 ln(Oil 

Pirce)는 휘발유 값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휘발유값) 

모두에 로그값을 취한 것은 가격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즉, 의 추정계

수가 바로 가격탄력성이다. 는 독립변수벡터로 휘발유값 이외에 교통량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수들이 포함된다. 는 파라미터(Parameter) 벡터이며 

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휘발유 이외에도 주행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다. 첫째, 

경기상황이다. 즉, 국가의 경기가 좋으면 국가 구성원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며, 소득증가는 주행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

만 실증분석 없이는 주행거리라는 상품이 열등재(inferior good)인지 상급재

(superior good)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재화들은 소비자의 소득이 상

승함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상급재이지만 일부 재화는 수입과 소비량이 반

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열등재와 같은 성향을 가진다. 햄버거와 스테이크는 각

각 열등재와 상급재의 좋은 예이다. 즉 일반 소비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햄버거의 소비량을 증가 시킬 수 있겠지만 소득이 더 증가한다면 결국 햄버거 

대신 스테이크를 소비하게 된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운

전량을 증가시켜 주행거리가 상급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

(Income)증가는 여행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행거리에 영향을 준다. 하

지만, 수입증가는 해외여행의 증가로 자동차 운행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

어 수입과 주행거리의 문제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증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

다. 특히,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주행거리의 감

소로 귀결 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의 변동이 유가를 변동시키고 운전자의 주

31)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real price)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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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편의(Bias)된 실증분석 결과를 유발한다. 경기상황을 반영

하기 위해 경기동향에 관한 각종 경제통계 중 경기의 움직임에 선행하여 움

직이는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차량 대수이다. 즉,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주행거리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셋째, 월별 또는 계절별 영향이다. 수입이나 휘발유 값 또는 차량대수 등이 

변하지 않더라도 특정 계절 또는 월에 운전량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

울에는 추위나 미끄러운 빙판길 때문에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반대로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는 드라이브 횟수가 증가해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여름에는 

휴가 때문에 주행거리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월에는 추석 및 설날과 같

은 명절이 있어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적 영향(Seasonality)을 

감안하기 위해 분석모델에 월별 더미변수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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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휘발유값

<그림 V-1> 휘발유의 판매가격 변화에 따른 주행거리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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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트렌드(Trend) 더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트렌드변수의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휘발유값과 교통량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과거 추

이를 <그림 V-1>에 도시하였다. 교통량 자료는 교통량정보시스템에서 그리고 

휘발유값 자료는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입수하였다. 유가가 변동

함에 따라 운전자가 얼마나 빨리 운전량을 변동하느냐에 따라 수집해야할 데이

터가 결정된다. 연도별, 분기별, 월별 데이터 등이 수집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주행거리의 변동이 유가에 다소 즉각 변한다는 논리를 가정하여 월별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유가변동에 따른 주행량의 시기적 변동에 대해서는 아래

에서 실증분석하여 증명하였다.  

<그림Ⅴ-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두 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휘발

유값이 증가할 때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계열분석에 트렌드(trend)를 반영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트렌드변수를 반영

하지 않을 경우 주요 설명변수의 설명력이 유의하지도 않은데 마치 유의한 것

처럼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

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상승 또는 하강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

해 t를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주요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트렌드가 

반대 방향일 경우에 트렌드 변수를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주요 설명변수의 유의

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변동(트렌드)이 일정하지 않고 

상승과 하강의 반복적 성향을 보일 경우 이차함수 형태의 트렌드를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적당한 분석방법일 수 있다. <그림 V-1>에서 보듯

이 교통량의 움직임에 대한 일정한 트렌드를 찾기 힘들며 증가 감속을 반복하

고 있다. 유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여주

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독립변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종

속변수에 특별한 트렌드가 감지되지 않고 독립변수에만 트렌드가 나타날 경우, 

트렌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독립변수의 추정계수(estimated coefficient)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미를 사

용하여 트렌드(Trend)를 통제하였다. 

(식 V-1)에서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모델의 장점은 내생

성(Endogenous)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요 독립변수인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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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원유가 거래되는 국제적인 가격변동에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생변

수(Exogenous Variable)로 간주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측정 계수에 편의(Bias)

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 분석결과

유가에 대한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오차항(Error 

Term: )에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이 존재하는지 Auxiliary Regression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계열상관이 존재할 경우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단순회귀분

석의 결과물은 신뢰성을 부여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 계열상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식 (V-2)를 이용하여 식 (V-3)을 테스트한다.    

 

                                           (Ⅴ-2)

                                                (Ⅴ-3) 

구  분 종속변수: 

주요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Std. Error)
R-squared

AR(1) 모델    0.810*** 0.040    0.732

AR(3) 모델

   0.754*** 0.082    0.732

   0.093 0.099    0.732

   -0.007 0.075    0.732

<표 Ⅴ-2> AR(q) 분석

 

주 : 1) (식 V-1)에 이용된 모든 독립변수도 포함되었으며   이외의 독립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편의상 생략하였음.

        2)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먼저 위 모형에서 AR(1)이 존재하는지 귀무가설    을 테스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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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에처럼 테스트결과 AR(1)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회귀분석

은 분석모델로써 적합하지 않다. 다음으로 AR(1) 이상의 계열상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R(3)까지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테스트한 결과 AR(1)이

상의 계열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2)

Auxiliary Regression을 통해 AR(1) 이상의 계열상관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

도 판단이 되었으며, AR(1)의 계열상관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Durbin-Watson(DW)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DW 테스트33) 결과에서도 AR(1)의 계열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므로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이 아닌 

Cochrane-Orcutt(CO) 분석모델을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34)

32) AR(1)의 계열상관과 AR(1)이상의 계열상관의 존재여부에 따라 분석모델도 달라져야 하

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33) DW가 2에 가까울수록 시계열상관이 없다는 뜻임.
34) Prais-Winsten(PW) 모델도 가능하나 CO와 이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모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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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속변수: 로그(주행거리)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로그(유가) -0.371*** 0.137 -0.319** 0.137 -0.258*** 0.102

t 0.007*** 0.003 0.003 0.003 0.003 0.003

tt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로그(선행지수) - - 1.319*** 0.510 1.043*** 0.382

자동차대수 - - -0.001 0.001 0.000 0.000

2월 - - - - 0.042*** 0.012

3월 - - - - 0.084*** 0.016

4월 - - - - 0.153*** 0.018

5월 - - - - 0.164*** 0.020

6월 - - - - 0.136*** 0.021

7월 - - - - 0.147*** 0.021

8월 - - - - 0.210*** 0.021

9월 - - - - 0.180*** 0.020

10월 - - - - 0.178*** 0.019

11월 - - - - 0.158*** 0.016

12월 - - - - 0.083*** 0.012

cons 12.041*** 0.879 6.331** 2.487 6.852*** 1.854

R-squared 0.003 0.096 0.58

DW Stat. 1.67 1.70 2.09

CO 적용전 

DW Stat.
0.31

<표 Ⅴ-3> 주행거리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Cochrane-Orcutt

  주 : 1) 1995.1월~2008.12월 통계임.
      2) N=167이며,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3) 분석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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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독립변수 집단별로(Specification) 모델을 다양화하여 Cochrane-Orcutt

모델을 분석하였다. Cochrane-Orcutt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Durbin-Watson 값은 

0.31로 2보다 매우 작았다. 이것은 데이터에 계열상관이 있다는 뜻이며 Cochrance-Orcutt 

모델을 적용한 모델3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2.09로 2에 가깝다. 이는 

Cochrane-Orcutt 모델을 적용한 후 계열상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해

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모든 모델에서 유가가 증가함에 따라 주행량이 감소하는 동일한 결

과를 구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모델3의 결과를 기준으로,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은 0.26이며, 이것

은 주행거리 가격이 두 배로 증가할 때(100% 인상) 주행거리를 26%정도 감소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탄력성이 1이하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비탄력적

(Inelastic)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운전자들이 주행거리를 결정할 때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탄력성이라 판

단된다. 

운전자들은 경기가 좋을 때, 즉 소득의 증가가 예상될 때 주행거리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상급재(superior good)임

을 뜻한다. 

모델1에서는 트렌드 변수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

대수를 고려한 모델2에서는 트렌드 변수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흥미로운 것은, 주행거리가 계절별 또는 월별에 따라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겨울동안에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날씨가 상대

적으로 따뜻한 봄과 가을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한다. 특히, 무더운 6월과 7

월에는 주행거리가 감소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에는 주행거리가 급증하

여 연중 최고치 수준을 보여준다. 

유가변동에 따른 주행거리의 장기적인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 현재 주행거리

와 동일한 시기(동일한 월)의 유가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들을 독립변수로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표 V-4>에서 보이는 것처럼, 운전자의 주행량은 동월의 유

가에만 반응할 뿐 과거의 유가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행거

리라는 상품을 구매할 때 현재 가격만을 고려하며, 과거의 주행거리 가격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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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주행거리 상품의 구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운

전자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여 주행거리를 결정하고 있

다고 해석 가능하다. 

구  분 종속변수: 교통량(주행거리)

주요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Std. Error)

유 가

로그(유가)
(당월 유가변동)

0.454*** 0.216

로그(유가)  
(한달전 유가변동)

0.009 0.389

로그(유가)  
(두달전 유가변동)

0.085 0.395

로그(유가)  
(세달전 유가변동)

0.242 0.232

<표 Ⅴ-4> 유가변동에 따른 주행거리의 장기 탄력성

 

주 : 1) (식 Ⅵ-1)에 이용된 모든 독립변수도 포함되었으며 유가 이외의 독립변수에 대

한  추정결과는 편의상 생략하였음.

       2)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주행거리 감소량 분석

주행거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현재 자동차보험료 요율제

도에 주행거리라는 위험변수를 적용시켰을 때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얼마나 감

소시킬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앞에서 분석했던 주행거리별 위험도 

분석과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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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차량대수 상대위험도
보험료 변동

가능폭

0~5천km 21 0.095 -

5천~1만km 103 0.405 0.310

1만~2만km 219 0.495 0.400

2만km이상 120 1 0.905

합  계 463 - -

탄력성(0.258)을 이용한 가중평균 0.127

<표 Ⅴ-5> PAYD 제도 도입 시 주행거리 감소량

먼저 주행거리에 따른 상대위험도를 이용해 보험료 변동 가능폭을 계산한다. 

즉, 1년 동안 5천km 이하를 운전하는 사람의 상대적 위험도가 가장 낮고 이 

그룹에 속한 운전자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룹을 기준으

로 각 그룹별 보험료 변동 가능폭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5천~1만km를 운전

한 사람의 상대위험도는 0.405로 기본그룹의 상대위험도 0.095보다 31%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보험료 변동폭은 31%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각 그룹별 보

험료 변동폭을 이용해 가중평균을 계산한 다음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 0.258을 

적용해,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주행거리 감

소분을 계산한 결과 0.127로 나타났다. 즉, 주행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요율제도에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하면, 약 12.7%정도의 

주행거리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Parry(2005)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로 인한 미국의 주행거리 감소

효과를 9.1%로, 그리고 Jason과 Pascal(2008)은 8%로, Edlin(2003)은 10%로 추정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추정한 12.7%는 미국의 선행연구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편이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수치이다. 미국의 경우, 넓은 국가면적으

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즉, 미국인

의 주행거리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자동차보험료

를 주행거리에 연동시킬 경우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운전자의 소득수준은 미국 운전자보다 낮아 같은 수준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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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자동차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요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12.7%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동차사고의 감소로 귀결된다. <표 V-6>의 모델1

의 결과를 이용해 주행거리 변동에 따른 자동차사고의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행거리가 12.7% 감소할 때 자동차사고가 7.62%35)감

소함을 뜻한다. 

구 분

종속변수: 사고빈도

주요 독립변수

(주행거리)
추정계수

표준오차

(Std. Error)
Prob>chi2

모델1 로그(km) 0.600*** 0.215 0.0219

<표 Ⅴ-6> 주행거리에 따른 교통사고 탄력성 분석

 

  주 : 1) 2009.3월 기준 통계임.

       2) N=463이며,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나타냄.
      3) 주행거리 이외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편의상 생략하였으나, 실증  분석에서

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되었다.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소유자가 지출하는 보험료규모는 2009년 

현재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

험금도 연간 7조원 이상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보험금 자체 

35) 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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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하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

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직접비용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간접비용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부수

적인 효과 및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직접비용은 의료비, 위로금, 수익감소, 파손된 자동차 및 구조물 복구비, 

보험운영비용 및 사고처리 행정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접

비용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활동 불능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효과, 

자동차사고 예방비용, 피해자의 심리적 비용,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통혼잡 비

용, 앰뷸런스 및 견인차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기승도(2009)에 의해 분석되어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추정비용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기승도(2009)에 의하면 자동

차사고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 5천억원 정도이며36) 그중 개인용 

자동차에 귀속되는 비용은 8조 5천억이다. 

구  분

직접비용 간접비용
합계
(A)

GDP
(B)

GDP
대비

사회비용
사고

보상금
보험

운영비용
소계

국민생산
감소액 

개인용 5,523 1,832 7,355 1,138 8,493

- -
업무용 2,810 747 3,556 421 3,978

영업용 953 167 1,120 106 1,226

기  타 361 458 820  25 844 

합  계 9,647 3,204 12,851 1,690 14,542 901,189 1.61%

<표 Ⅴ-7>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단위: 10억원)

   주 : 1) 사고처리위탁비용 전체보험회사의 평균 예정사업비를 활용하여 산출됨. 
       2) 실적 사고처리위탁비용의 공개통계자료가 없어,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예정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매년 실적사업비율을 반
영하여 예정기초율(예정사업비율 포함)을 변경하므로 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 GDP자료는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이며, 명목가격 기준임.
 자료 : 기승도(2009)

36) 한국교통연구원(2008)이 추정한 교통사고비용추정액도 14조 6천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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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는 우선 업무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개인용 자

동차로 제한한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PAYD 도입 시 감소될 자

동차사고 비용추정을 개인용 자동차로 한정했다. 즉, 자동차 보험료를 주행거리

에 따라 차등화 시킬 때 자동차 사고가 7.62% 감소하므로, PAYD 도입 시 감

소할 비용은 6471.6737)억으로 추정된다. 

나. 배출가스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2006년 국가배출가스량은 총 599.5 백만톤(CO2eq.t38))이고, 이중 수송부문은 

16.6%인 99.8백만톤이다. 국가전체 배출량에서 수송부문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

은 1990년에 14.2%였으나 매년 증가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수송부문의 가스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37) (8조 4930억)×0.0762=6471.67억
38) Carbon dioxid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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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총배출량

(A)

순배출량

(B)

수송부문

배출량

(C)
구성비

(D=C/A)

1990 298.1 274.4 42.4 14.2%

1991 328.5 305.7 48.4 14.7%

1992 358.5 337.5 55.5 15.5%

1993 384.3 363.2 60.3 15.7%

1994 421.5 402.6 67.9 16.1%

1995 453.2 431.9 77.2 17.0%

1996 504.8 480.1 84.6 16.8%

1997 530.0 499.1 86.9 16.4%

1998 454.9 418.4 73.7 16.2%

1999 498.9 460.7 80.5 16.1%

2000 531.0 493.8 87.1 16.4%

2001 550.4 515.8 89.6 16.3%

2002 571.1 537.6 94.9 16.6%

2003 582.6 548.8 97.9 16.8%

2004 590.4 559.0 97.1 16.4%

2005 594.4 562.4 98.1 16.5%

2006 599.5 568.4 99.8 16.6%

<표 Ⅴ-8> 연도별 국가배출가스량 추이

(단위: 백만t CO2eq.)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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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연도별 국가가스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tCO2eq.)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CO2 배출량이 9위이며 세계 총배출량의 약 1.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CO2 이외에도 CO, NOX, SOX, PM, VOC 들이 있

다. 수송부문을 제외한 다른 산업부문은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배출량감소를 위

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송부문에서 배기가스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자동차는 신규 출시되는 자동차와 이미 판매된 자동차가 있다. 새로

운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출시되는 자동차의 가스배출량을 감소

시킬 수 있으나, 이미 판매된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기존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행거리를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배기

가스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운행거리에 연동한 보험료 책정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797,204톤 중에 도로이동오염원은 112,435로 14.1%에 

달한다(강만옥 외 2인, 2007). 강만옥 외 2인(2007)은 대기오염물별 EU의 단위

당 환경비용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EU

의 추정치는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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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년)
합계(년)

에너지부문 34조 1,426억 원 15조 6153억 원 49조 7,579억 원

전력부문 12조 8,496억 원 4조 8,775억 원 17조 7,271억 원

<표 Ⅴ-9>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

비용에는 건강피해(조기 사망률, 질병유발율 등), 오존에 의한 농작물 생산성 

감소,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산성비 영향 등의 피해 비용이 총체적으로 고려

된 것이다. 또한 강만옥 외 2인(2007)은 당시(2006년도) 환율(1유로=1,185.29)과 

이산화탄소의 가격(톤당 16.45)유로를 이용하여 전력의 발전부문을 제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을 총 34조 1,426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 6,153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자료 : 강만옥 외 2인(2007) 

본 연구에서는 강만옥 외 2인(2007)이 추정한 사회적 비용에 현재 환율(1유로

=1786.4439))과 이산화탄소의 가격(25유로),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승용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PAYD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분을 

계산하였다. 강만옥 외 2인(2007)의 산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에너지 부문)은 34조 1,426억원 중 수송부분(도로이동 오염원)은 16

조 6,199억원이며 승용차로 인한 비용은 4조 5,649억원이었다.  현재 환율을 적용

한 결과 승용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 8,801억원이며, 물가상승률40)을 적용

한 결과 현재 8조 366억으로 계산되었다. 

2008년 12월말 기준 전체 등록차량은 16.7백만 대이며 그중 승용차이면서 자가

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72%에 해당하며, 승용차 중 자가용은 96.3%에 해당한다.  

39) 2009년 9월 14일 기준
40)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적용함(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7%)

    http://www.index.go.kr/egams/knsoStbl/css/knsoStbl.css"rel="stylesheet" 
type="text/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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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도 계 승 용 비 율

계 16,794,219(A) 12,483,809 -

관용 62,302 21,388 -

자가용 15,820,627 12,025,715(B) 0.72(B/A)

영업용 911,290 436,706

<표 Ⅴ-10> 자동차 종류별·용도별 등록차량 대수

(단위: 대)

 

 주 : 1) 전체 등록차량 중 승용차이면서 자가용은 0.72%
     2) 자료: 도로교통 공단 http://www.rota.or.kr/taas/report.jsp 

승용차 등록차량 중 PAYD의 적용을 받을 자가용의 비율 0.963을 이용하여 

PAYD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비용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9,829억

원으로 나타났다. 

강만옥 외2인(2007)은 CO2 배출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 15조 6,153억중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을 30,772억원으로 계산하였다. 물가상승률과 환율 및 이

산화탄소 거래가격을 변환·적용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총 사회적 비

용은 총 8조 2583억원이며, PAYD로 인해 1조 1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제도 도입 시 주행거

리로 인해 감소하는 환경오염비용은 총 1조 9,929억원으로 계산되었다.  

구 분
사회적 비용

(승용차)
자가용/승용차 

비율

PAYD도입시 

감소비율

PAYD도입시 

감소비용

대기오염물질 80,366

0.963 0.127

9,829

이산화탄소 82,583 10,100

계 162,949 19,929

<표 Ⅴ-11> PAYD 도입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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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혼잡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교통혼잡비용(Traffic Congestion Cost)은 교통사고 비용, 환경비용 등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학적인 의미

에서 교통혼잡비용은 ‘교통혼잡에 따른 자중손실(External Cost)’과 ‘내부화된 

혼잡비용(Internalized Congestion Cost)’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교통혼잡에 따른 

자중손실은 한 차량의 도로 진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제3

자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비용

이며, 내부화된 혼잡비용은 운전자가 혼잡으로 인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통혼잡으로 인한 지체를 감내하는 부분이다. 비록 경제학

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교통혼잡비용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사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교통 공

학적 의미의 교통혼잡비용을 이용한다. 교통 공학적 의미의 교통혼잡비용은 크

게 차량운행비용과 시간가치비용으로 구분되며, 차량운행비용은 다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된다. 고정비는 운전자의 인건비,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각

종 제세공과금 등이 있고, 변동비에는 연료소모비와 차량의 유지 및 정비비, 엔

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등이 있으나, 실제로 연료소모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

목들은 계산하기 곤란하고 크기가 미미함으로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에 있어 이

들 항목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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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고정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운행비용
연료소모비

교통혼잡비용 변동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시간가치비용

<표 V-12> 교통혼잡비용의 구성요소

매년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표 

Ⅴ-13>에서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그리고 타이어 마모비를 제외한 교통혼잡

비용은 총 9조 3,731억원에 달한다. 

총 교통혼잡비용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로 인한 교

통혼잡비용은 연평균 23.6%에 달한다. 이는 정체된 교통인프라에 비해 승용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다. 

구    분 ‘05 ‘06 ‘07 연평균증가율

차종별

혼  잡

비  용

승용차 33,969 44,656 51,737 23.6%

버  스 33,961 26,342 18,286 -26.5%

화물차 23,007 20,804 23,707 2.2%

계 90,007 91,802 93,731 2.0%

<표 V-13> 차종별 교통혼잡비용 추이

(단위: 억원/년, %) 

주 : 1)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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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교통혼잡비용은 2007년 한해 9조 3,371억원이었으며 그 중 승용차로 인

한 교통혼잡비용은 5조 1,373억원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을 감

안한 승용차의 교통혼잡비용은 현재 5조 4,147억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므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될 경우 주행거리가 12.7% 감소되어 총 6,877

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된다.  

라.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차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차등화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인 수치로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보고서에서 추정한 자동차 사고감소효과,  대기오

염 감소효과, 그리고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이외에도 타이어 분진 감소, 고속

도로 등 관련시설의 감가상각(Depreciation) 감소효과, 소음비용, 에너지 수입의

존도 감소에 따른 대외 관계에서의 개선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사회비용이 감

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의존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를 차등시켰을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가 감소되고 이는 원유수입의 감소로 귀결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원유수입의 감소는 대외 관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효용역시 사회적 비용감소로 인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추정을 시도한다 해도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

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으로 한정하여 추정하였다.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 시 자동차사고, 대기오

염, 그리고 교통혼잡 비용이 감소되어 총 3조 3,288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0.33%이며, 자동차 보험에 위

험변수 하나를 추가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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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회적 비용 감소 부분
합계

(A)
GDP
(B)

GDP
대비

사회비용

(C=A/B%)
교통사고

대기오염

물질

이산화

탄소

교통

혼잡

감소분 6472 9,829 10,100 6,887 33,288 10,240,000 0.33%

<표 Ⅴ-14> PAYD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단위: 억원)

  주 : 1) GDP자료는 한국은행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며, 2008년 명목가격 기준임.
   

Bordoff와 Noel(2008)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PAYD 도입 시 주행거

리가 8%감소하여 약 63.1조원41)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

리고 주행거리 감소에 따라 경제적 효과의 대부분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비

용의 감소, 자동차사고 감소,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1) 51.5백억달러에 현재(2009.9월8일)환율 1226.0를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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