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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여기서는 비교 대상인 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시장 개요, 상품 및 보험료, 손해 상황, 판매

채널 및 사업비, 보험료 규제 등을 비교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특정 위험도의 가입자가 자

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의 보험료와 평균 자동차 보험료(Average Expenditure)를 중심

으로 비교한다. 가입 시점의 보험료는 손해보험협회(2019)의 결과를 인용한다.2) 

1. 시장 개요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가는 일본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로 전환한 수입보험

료는 일본 39조 270억 원, 독일 32조 8,434억 원, 미국 캘리포니아 30조 5,811억 원 순이

며,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영국 순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로는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가 유사한 수준이고 영국과 우리나라가 유사하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일

본이 8,180만 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일, 영국, 미국, 우리나라 순이다. 발생손해액으

로는 독일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우리나라, 영국 순이

다. 발생손해액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의 경우 일본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미국 캘

리포니아, 영국, 우리나라, 독일 순으로 높다. 

회사 수는 우리나라가 12개로 가장 적지만 회사당 수입보험료 규모는 1.3조 원으로 일본

의 1.6조 원보다 적다. 그러나 독일의 3,609억 원, 미국의 1,218억 원, 영국의 1,279억 원

에 비하면 월등히 크다. 수익성 지표인 합산비율은 영국 다음으로 높은 102.9%인데, 단순

한 손해율에 비하면 사업비율은 20.5%로 추산된다. 미국의 사업비율 36.1%, 영국 34.8%

2)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자료의 출처는 자동차보험 관련 자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보험개발원, 각국의 보험협회, 일

본 국토자동차성,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임. 자동차사고 통계 관련 자료 

출처의 경우 우리나라는 통계청, 독일은 연방통계청(German Federal Statistical Office), 영국 자동차부

(Department for Transport Statistics 2020), 일본은 국토교통성(日本 国土交通省), 캘리포니아 자동차안전국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2020) 등임. 구매력평가환율의 출처는 한국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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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낮지만 독일의 10.6%에 비하면 높다.

구분 우리나라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영국 일본

수입보험료 158,387 328,434 305,811 127,925 390,270

발생손해액 130,587 281,027 188,837 88,875 228,401 

발생손해액/수입보험료 82.4 85.5 61.7 69.5 58.5

합산비율 102.9 96.1 97.8 104.3 -

회사 수 12 91 87 100 24

자동차 등록대수 23.2 56.5 27.4 31.5 81.8

주: 수입보험료, 발생손해액은 2018년 기준으로 PPP환율을 적용한 원화표시임

자료: p. 9의 각주 2) 참조 바람

<표 Ⅱ-1> 2018년 기준 주요국 자동차보험 비교
(단위: 억 원, %, 개, 백만 대)

비교 대상 국가들의 경제 및 인구 규모, 자동차사고 건수 등은 다음의 <표 Ⅱ-2>에 제시하

고 있다. 2019년 기준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는 독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129.3만 건이다. 독일 자동차사고의 88%는 인적손해 없이 차량 등 물적 손해만 발생한 사

고이다. 사망자 수는 영국이 1,748명으로 가장 적고 다른 나라들은 약 3천 명 수준으로 유

사하다. 부상의 경우 우리나라가 205만 명 내외로 가장 많고 일본 46.2만 명, 독일 38.4만 

명, 미국 26.9만 명, 영국 15.1만 명 순이다.

구분 우리나라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영국 일본

1인당 GDP 31,838 46,564 79,287 41,030 40,847

인구 51.7 83.4 39.5 64.9 126.8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

1,293,000 2,685,6611) 485,866 118,000 309,000

사망자 3,349 3,046 3,606 1,748 3,215

부상자
중상 89,000

경상 196.6만 
38.42만

중상 16,039
총 26.85만

중상 25,945
경상 12.55만

중상 32,025
경상 42.98만

주: 1) 2019년 기준이며, 독일의 자동차사고 발생 건 가운데 인적손해 없는 사고 비중은 약 88.8%(2,386,518건)임

자료: p. 9의 각주 2) 참조 바람

<표 Ⅱ-2> 주요국 경제 사회 규모
(단위: 달러, 백만 명,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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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 상황

주요국의 경과 손해율은 <표 Ⅱ-3>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나라 손해율이 가

장 높다. 일본 자배책보험 손해율은 2017년 96.7%에서 92.5%로 낮아지고 있고 영국과 미

국 캘리포니아도 2016년 82.9%와 73.2%에서 69.5%, 65.7%로 각각 낮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손해율은 2015년 87.7%에서 2019년 92.9%로 높아지고 있다. 

구분 우리나라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자배책보험 임의보험

2015 87.7 87.1 92.1 48.6 75.4 67.9

2016 83.0 88.2 88.3 50.7 82.9 73.2

2017 80.9 88.1 96.7 48.6 68.2 70.6

2018 86.6 86.0 93.8 51.6 69.5 66.4

2019 92.9 87.9 92.5 - - 65.7

자료: p. 9의 각주 2) 참조 바람

<표 Ⅱ-3> 주요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단위: %)

 

다음의 <표 Ⅱ-4>는 주요국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사고 발생률과 사고 심도를 제시하고 있

다. 사고 심도는 청구 건당 손해액(보험금)으로 구매력평가환율을 통해 원화로 환산한 값

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유효대수 대비 보험금 청구 건수 비율)은 대인배

상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5.4%, 대물배상의 경우 14.7%인데 같은 기간 미

국 캘리포니아의 대인배상의 경우 0.96%, 대물배상은 4.3%이다. 영국의 사고 발생률은 

대인배상 보험금 1만 파운드 미만인 경우 1% 내외, 대물배상의 경우 2015년 2.97%에서 

2019년 2.8%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배책보험 대인배상 부상 사고 발생률

은 1.4% 내외에서 1.3% 내외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대인배상과 대물

배상으로 구분된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대인 및 대인배상을 포함한 책임보험의 사고 발생

률(계약 건수 대비 청구 건수 비율)과 청구 건당 보험금을 제시하였다. 사고 발생률은 6% 

수준이고 건당 보험금은 2,60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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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
나라

대인
5.5 5.4 5.3 5.5 5.6

(332.9) (362.5) (371.0) (355.6) (397.8)

대물
15.3 14.7 14.2 14.1 13.5

(129.7) (133.6) (136.9) (147.0) (158.5)

독일 책임
6.4 6.4 6.3 6.1 6.0

(2,416) (2,571) (2,645) (2,683) (2,656)

미국 
캘리포
니아

대인
0.97 0.98 0.93 1.10 1.07

(1,596) (1,558) (1,642) (1,486) (1,600)

대물
4.28 4.38 4.28 3.32 3.18

(308) (318) (332) (372) (393)

일본

사망
0.00495 0.00456 0.00434 0.00405 0.00384

(19,810) (19,373) (19,761) (20,057) (20,634)

후유장애
0.06404 0.06007 0.05766 0.05626 0.05510

(3,365) (3,303) (3,363) (3,380) (3,408)

부상
1.38902 1.40055 1.35883 1.30365 1.28026

(359) (351) (358) (360) (363)

영국

대인(경상)
1.09 1.03 0.94 0.96 0.95

(1,001) (1,030) (1,053) (1,081) (1,122)

대인(중상)
0.0060 0.0061 0.0057 0.0062 0.0063

(95,519) (116,883) (121,951) (124,178) (138,698)

대물
2.97 2.93 2.82 2.84 2.80

(308) (335) (368) (407) (427)

주: 1) 괄호 안은 청구 건당 보험금인데 구매력평가환율을 통해 원화로 전환한 값임

 2) 미국 캘리포니아의 2018년, 2019년 사고 발생률과 사고 심도는 미국 평균 수치임

 3) 영국 대인(경상)은 보험금 1만 파운드 미만인 사고, 대인(중상)은 보험금 1만 파운드 초과인 사고임

  4) 독일 사고 발생률은 책임보험 청구 건수를 부보대수로 나눈 값이고 괄호 안은 청구 건수당 손해액임

자료: 보험개발원; 독일 보험협회; 일본 국토자동차성; 영국 보험협회; 영국 계리사 협회; 미국 NAIC

<표 Ⅱ-4> 주요국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사고 발생률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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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건당 보험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건당 

보험금은 350만 원 내외인데 미국 대인배상은 1,600만 원, 영국 대인배상(경상) 1,000만 

원, 그리고 일본 대인배상 부상의 경우 350만 원 내외로 나타났다. 사망의 경우 우리나라

는 약 1억 3천만 원인데 비해 일본은 2억 원 내외로 나타났고 영국의 대인배상 중상의 경

우 13억 원으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심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

리고 차량 사고 100건당 약 42건에서 신체상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5> 참

조).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는 약 26.7건에서 신체상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2015 35.9 22.7 37.8 36.7

2016 36.7 22.4 37.8 35.2

2017 37.3 21.7 41.2 33.3

2018 39.0 33.1 39.4 33.8

2019 41.5 33.6 37.5 33.9

평균 38.1 26.7 38.7 34.8

주: 미국의 2018년 이후 수치는 미국 전체 수치로 계산함

<표 Ⅱ-5>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대비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 비율
(단위: %)

대인배상에서 계약자 1명이 부담하는 비용(Burning Cost)을 우리나라, 영국, 일본, 미국

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Ⅱ-6>에서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자료의 가용성이 제한적

이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1명(건)이 부담하는 대인배상 보험

금인데, 구매력평가환율을 이용해서 원화로 전환하였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 보험계약자

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8만 3천 원에서 22만 3천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8만 4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감소하였다. 영국은 13만 원 내외 수준이고 미국은 

16만 원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영국의 계약자에 비해 1.9

배, 일본의 계약자에 비해 2.47배 높은 대인배상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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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영국 일본 미국

2015 18.3 13.6 8.4 15.5

2016 19.6 13.3 8.2 15.3

2017 19.7 12.4 8.4 15.3

2018 19.6 13.0 7.8 16.3

2019 22.3 13.3 7.5 17.2

주: 미국의 2018년 이후 수치는 미국 전체 수치로 계산함

<표 Ⅱ-6> 주요국 대인배상 계약자 부담 보험금
(단위: 만 원)

 

3. 보험료 비교

가. 가입 시점의 보험료

손해보험협회(2019)는 이탈리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준’ 운전자 보험료를 비교한다. 국가별 비교를 위해 각국의 

화폐가치를 조사시점인 2018년 말 기준의 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로 조정한 결과를 다음의 <표 Ⅱ-7>에서 제시하고 있다. ‘기준’ 운전자는 

40대 남성(1979년 2월 1일 출생)의 가장으로, 1년에 10,000km를 부부가 각국의 수도에

서 운전하고 특별한 사고 이력 없는 신규 경력의 운전자이다. 이 운전자가 배기량 

2,000cc 급 신차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보험료이다.

미국의 경우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등 책임보험 가입한도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입한도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15,000달러, 사고당 30,000달러, 무보험(Uninsured) 및 불충분담보(Under-insured) 보상

한도가 15,000달러/30,000달러로 선택하였다. 미국 자동차 보험료는 회사별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회사의 브랜드 파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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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국가 현지통화 금액 원화 환산 금액 PPP 기준 금액

1,273.0원 이탈리아 1,828유로 2,327,044원 2,321,207원

1,135.0원 미국(캘리포니아) 2,159달러 2,450,465원 1,826,393원

1,017.9원 일본 121,990엔 1,241,736원 972,294원

1,273.0원 독일 843유로 1,073,139원 963,602원

1,499.0원 영국 637파운드 954,863원 804,062원

한국 447,452원 447,452원 447,452원

주: PPP 기준 금액은 저자가 계산함

자료: 손해보험협회(2019)

<표 Ⅱ-7> 보험료 비교사이트에서 제시한 주요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결과, 이탈리아의 보험료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독일, 영국,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2019)는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연령, 주

행거리, 운전자 범위, 사고실적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 변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연소자일 

경우 우리나라 보험료는 544.5%, 일본은 182.8%, 독일은 136% 보험료가 기준 보험료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가 많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30.8%, 독일 

38.5%, 우리나라 22.3% 보험료가 인상되고 부부한정에서 가족한정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

대할 경우 우리나라 보험료는 272.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실적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보험료는 19% 높아져 미국 캘리포니아 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나. 평균 보험료

평균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를 책임보험 평균유효대수(Exposure)로 나눈 값으

로 미국의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주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 한

다. 2018년 기준 평균 보험료는 우리나라가 63만 5천 원으로 일본보다 높지만 다른 나라

들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균 보험료는 수입

보험료를 책임보험 부보대수로 나눈 값이고, 영국은 보험료 조사기관인 Confused.com의 

조사 자료이다. 독일과 일본은 책임보험 부보대수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차량 등록대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등록대수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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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보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당 평균 보험료가 우리나라

보다 낮은 이유는 임의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자배책보험과 임의보험의 구조인데, 임의보험 가운데 

대인배상 가입률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74.8%, 대물배상 가입률은 74.9%, 자기신체사

고 69.8%, 탑승자사고 보험 26.3%, 자기차량보험은 45.1%에 불과하다. 

구분 우리나라 독일 미국 영국 일본

2011 62.3 53.5 63.0 76.0 45.1 

2012 61.8 55.7 64.1 71.7 43.3 

2013 59.1 60.1 68.0 61.4 47.4 

2014 58.2 63.1 71.1 57.3 51.3 

2015 60.0 62.6 72.2 68.5 51.4 

2016 64.2 65.5 76.6 80.1 51.0 

2017 65.7 68.9 83.5 78.1 52.0 

2018 63.5 70.6 89.5 71.8 52.1 

주: 독일과 일본은 수입보험료/자동차 등록대수로 계산한 결과이며, 구매력평가환율로 전환된 원화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미국); Confused.Com(영국)

<표 Ⅱ-8> 개인용 평균(대당) 자동차 보험료
(단위: 만 원)

주: 구매력평가환율로 전환된 원화(만 원) 기준임

자료: p. 9의 각주 2) 참조 바람

<그림 Ⅱ-1> 주요국 대당 자동차 보험료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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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대당 발생손해액 증가에도 평균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향이 관측

된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독일과 비교하

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당 발생손해액은 연평균 1.6% 

증가하였는데 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0.2% 증가에 그쳤다. 반면 독일의 경우, 대당 발

생손해액은 연평균 0.2% 증가했지만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손해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83.9%에서 86.2%로 2.3%p 높아졌지만 독일은 10.2%p 하락하였다. 평

균 대비 표준오차 비율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값의 경우 우리나라 대당 발

생손해액은 4.4%로 독일의 6.2%에 비해 두 배 낮고, 평균 보험료의 변동계수는 우리나라 

4.0%, 독일 9.8%로 나타나 우리나라 평균 보험료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3) 

구분

우리나라 독일

평균 보험료
대당 

발생손해액
손해율 평균 보험료

대당 
발생손해액

손해율

2011 62.3 49.3 83.9 53.5 52.4 98.1

2012 61.8 49.1 83.9 55.7 51.2 92.1

2013 59.1 48.9 84.6 60.1 56.2 93.9

2014 58.2 49.7 85.3 63.1 53.4 85.4

2015 60.0 51.0 84.8 62.6 54.3 87.1

2016 64.2 51.4 83.5 65.5 57.6 88.2

2017 65.7 51.2 83.1 68.9 60.5 88.1

2018 63.5 53.2 84.3 70.6 60.4 86.0

2019 63.3 55.8 86.2 70.9 53.0 87.9

CAGR 0.2% 1.6% 2.3%p 3.6% 0.2% -10.2%p

CV 4.0% 4.4% 1.1% 9.8% 6.2% 4.7%

주: 대당 발생손해액은 발생손해액을 등록대수로 나눈 값이고, 손해율의 CAGR은 2019년과 2011년 손해율의 차이임

자료: 보험개발원; 독일보험협회; 한국은행

<표 Ⅱ-9> 우리나라와 독일의 개인용 평균(대당) 자동차 보험료, 대당 발생손해액, 손해율

(단위: 만 원, 십억 원, %)

3) 대당 평균 보험료와 대당 발생손해액은 경과보험료와 발생손해액을 차량 등록대수로 단순하게 나눈 값으로 공인된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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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4)

가. 개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차량 운행 중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와 차량의 소유･관리･사용 중 자

신의 과실로 인한, 혹은 과실과 무관하게 자신이 입은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보장한다. 

신체적 손해는 사망이나 부상, 후유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로 구분된

다. 물질적 손해는 차량이나 재산 등에 대한 손해이다. 상대방에게 입힐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국은 그들의 법률체계에 부합하는 제3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

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대부분 의무화하고 있다.5) 반면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입을 수 있

는 손해는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표 Ⅱ-10>은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담보를 손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상대방에게 입힐 수 있는 신체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한도 2,000만 원, 일본은 책임(의

무)보험으로 자배책보험, 영국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이하, ‘TPL’

이라 함), 독일은 책임보험(Haftpflicht), 미국은 배상책임(Liability)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인배상Ⅰ, 자배책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의보험으로 대인배상Ⅱ, 대인배상을 규정하고 있다.6)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물적 손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사고, 무보험차량 사고 등으로 보장하고 일본은 임의보험(Voluntary Insurance), 영국

은 종합보험으로 보장한다. 영국의 종합보험(Comprehensive)은 TPL에 도난･화재보험

(Third Party Fire and Theft),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물적 손해도 보장한다. 독일은 운전자 

자신의 신체상해 위험은 운전자보험이, 탑승자의 위험은 자동차 사고보험(Motor Vehicle 

Accident Insurance)이 담보한다. 그리고 동물과의 충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기 차량

에 발생한 손해는 차량전부보험(Vollkasko)과 차량부분보험(Teilkasko)에서 보장한다. 

4) 자세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는 부록을 참조 바람

5) 미국 뉴햄프셔주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법(Compulsory Insurance Law)에 근거하지 않고 운전자의 손실 보상 

여부 입증법(Financial Responsibility Law)에 근거하고 있음

6) 국가별로 책임, 강제, 의무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황현

아･손민숙(2020)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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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기차량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충돌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충돌보

험(Collision)과 자신의 과실 이외에 기타 불의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장하

는 충돌 외 보험(Other than collision)으로 구분된다. 충돌보험과 충돌 외 보험에 모두 가

입하면 종합보험(Comprehensive)이라고 한다. 무보험 차량 혹은 보험가입금액이 낮은 

차량과의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무보험차량담보(Uninsured/Under- 

Insured Motor Insurance)가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한 담보는 의료

비지급담보(Medical Payment Coverage)이다. 

국가
상대방 운전자

신체상해 차량손해 신체상해 차량손해

우리
나라

대인배상Ⅰ(책임)
대인배상Ⅱ(임의)

대물배상
(책임: 2천만 원/
임의: 2천만 원 

초과)

자기신체사고(임의)
무보험차상해(임의)

자기차량손해(임의)

일본
자배책(책임)

대인배상(임의)
대물배상(임의)

인신상해(상해)
탑승자상해(상해)

무보험차상해(기본) 
차량보험(차량)

영국 제3자 배상(의무) 제3자 배상(의무)
상해보장･의료비･

무보험운전자
화재･도난

(Fire/Theft)

미국 신체상해(BI, 책임) 차량손해(PD, 책임)
의료비 보장

UMI
충돌(Collision) 및

충돌 외 

독일
책임보험

(Haftpflicht)
책임보험

(Haftpflicht)
자동차사고보험
운전자보호보험

차량부분/전부보험

주: 미국의 BI는 신체상해(Bodily Injury), PD는 물적손해(Property Damage), UMI는(Un Insured/Under- 

Insured Motor Insurance)의 약자임

자료: 저자가 정리함

<표 Ⅱ-10> 주요국 자동차보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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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에 대한 의무(배상책임)보험7)

주요국의 책임(의무)보험 비교 결과는 <표 Ⅱ-11>에 제시하고 있다. 대인배상 가입 한도

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입금액 최대 무제한)에서 보장한다. 일본은 

사망 3천만 엔, 부상 120만 엔, 후유장애 최대 3천만 엔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

험인 대인배상(가입금액 최대 무제한)에서 담보한다. 영국은 무제한이고, 독일은 750만 

유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1만 5천 달러, 사고당 

3만 달러이지만 가입자의 70%는 이의 세 배 수준인 5만/10만 달러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물배상 최소 가입금액은 우리나라 2,000만 원, 영국은 2천만 파운드, 미국은 5천 달러, 

독일은 최소 112만 유로인 반면 일본의 경우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에서 

담보하는데 가입금액은 무제한이다. 미국의 경우 대인배상 가입금액이 낮고 무보험차량 

비율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손해액을 전액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8) 

7) 우리나라, 영국, 일본, 미국의 대인배상제도는 전용식･양승현･김유미(2020)를 참조함

8) Houchens(1985)에 따르면 가해자의 배상자력 부족으로 대인배상 피해자들은 가해자 배상금 이외에 피해자의 의

료비 담보, 자신의 건강보험 등에서 치료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세한 내용은 George Rejda, Michael 

McNamara, William Rabel(2020), p. 471; Houchens(1985)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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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가입금액한도 

우리
나라

대인배상 1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3천만 원~1억 5천만 원
※ 초과분은 임의보험인 대인배상(무제한 선택 가능)에서 

보장

대물배상 최소 가입금액 2,000만 원

일본 자배책보험

사망: 3,000만 엔
부상: 120만 엔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엔
※ 초과분은 임의보험인 대인배상(무제한)에서 보장

영국
대인배상(Third Party Liability) 무제한

대물배상(Third Party Liability) 2천만 파운드

미국

대인배상(Bodily Injury)
최소 가입한도: 1만 5천 달러/인, 3만 달러/사고
※ 통상 가입금액: 5만 달러/인, 10만 달러/사고

대물배상(Property Damage)
최소 가입한도: 5천 달러
※ 통상 가입금액: 5만 달러

독일
대인배상 최소 가입한도: 750만 유로

대물배상 최소 가입한도: 112만 유로

  주: 독일은 재정손실(Financial Loss)에 대해서도 최소 가입한도 50만 유로를 의무화함

자료: 주요국 보험회사 홈페이지

<표 Ⅱ-11> 주요국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비교

다. 운전자 신체상해 담보

주요국의 운전자 신체상해 담보는 <표 Ⅱ-12>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

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상하는 반면 주요국은 

승･하차 중,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중, 보행 중인 경우에도 보상한다. 그리고 운전자와 탑

승자의 손해를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특약으로 보상범위를 세분화한다. 무보험차량

손해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보장기금에서 별도로 보상하는데, 영국은 실제손해와 기

금 보상금의 차이를 보험에서 보상한다. 미국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가입 의무화 여부는 

주별로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의무화하지 않았고 최소 가입한도는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입자들은 최소 가입한도의 3~4배 높게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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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보장 한도 

우리
나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1억 원(5억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5천만 원)

무보험차상해 최대 3억 원(보장기금과 대인배상 합계)

일본

운전자상해 사망: 최대 1억 엔

탑승자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1인당 500만 엔
부상: 입･통원 의료비 100만 엔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망 혹은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 

무보험차상해 최대 2억 엔

영국

의료비(Medical Expense) 최대 400 파운드

개인사고(Personal Accident) 사고당 5,000 파운드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및 뺑소니 운전자 조항(Uninsured/Untraced  Drivers 
Agreement)에 따른 보상금액과 실제 손해액 차이를 보상

미국

의료비지급 담보
(Medical Payment)

1인당 1,000~10,000달러까지 보상
- 가입 후 3년 동안 발생한 사고 관련 합리적 의료비와 장례

비 등을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보상 
- 기명 피보험자 혹은 가족, 그리고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의의 운전자 등이 공공 도로(Public Roads)에서 자동차 
운행 중 사고(혹은 보행 중, 자전거 운행 중)로 손해를 입었
을 경우를 보상

무보험차량사고

가입금액: 1인당 15,000/사고당 30,000달러
- 무보험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명 피보험자에게 

의료비, 상실수익(Lost wage), 영구적 장애(Permanent 
Disfigurement) 등을 보상

독일

자동차사고보험
(Kfz-Unfallversicherung)

피보험차량 사용 중(운행･탑승 등)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Disability), 병원진료비 등을 보장

운전자보호보험
(Fahrer-Schutzversicherung)

운전자의 사망･부상 등에 따른 위자료, 소득손실, 장애 서비
스, 유족 급여 연금 등을 사고 건당 1,500만 유로까지 지급

무보험차량사고 보장기금(Verkehrsopferhilfe e.V)에서 보상

자료: 주요국 보험회사 홈페이지

<표 Ⅱ-12> 주요국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담보 비교

일본의 경우 자기신체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는 특

징이 있다(<표 Ⅱ-13> 참조).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도 한도가 있다. 

중상해인 뇌 손상, 척수 손상에 대해서는 100만 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타박상, 좌상 

등에 대해서는 10만 엔을 한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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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의료비 
보험금

① 염좌상 등의 뇌손상, 두개내출혈 또는 혈종, 경추손상, 척수손상, 흉부･복부 장기손상 100

② 상반신･하반신의 결손 또는 절단, 안구의 내부 출혈 또는 혈종, 안구 신경 손상, 안구 
파열

50

③ 골절･탈구, 뇌･눈･경수･척수 제외 부위의 신경손상, 상반신･하반신의 힘줄 파열･근육 
및 인대의 단열

30

④ 타박상, 좌상, 찰과상, 염좌 등 ①, ②, ③ 이외의 것 10

자료: 일본 악사 다이렉트 보험(www.axa-direct.co.jp)

<표 Ⅱ-13> 일본 악사 다이렉트 탑승자 상해보험 지급금액
(단위: 만 엔)

라. 운전자 차량손해 담보

주요국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음의 <표 Ⅱ-14>에서 정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자기부

담금이 설정되어 있고 차량의 소유･관리･운행 중 발생한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차이는 보상하는 위험의 범위이다. 예를 들면, 차량 

도난,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가운데, 도난의 경우 우리나라는 차량 전체가 

도난당한 경우만 보상하지만 영국, 일본, 독일은 차량의 부속(분)품까지 보상한다. 차량키 

분실 및 도난, 개인소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주요국에서는 보상하는 반면 우리나라에

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침수, 낙뢰, 풍력에 의

한 손해만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시된 반면 독일과 미국은 우박･홍수･바람･침수, 새･동
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일본은 태풍･해일･자택･차고 침수와 특약으로 지진･분
화･쓰나미 위험에 따른 차량 전손을 보상한다. 주요국에서는 차량 전손으로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을 보상하기도 하고 차량을 리스나 융자로 구매한 경우 잔존 금액

의 차액을 보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

는다.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통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설정하여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다. 이와 다르게 우

리나라는 물적할증 기준금액, 본인부담비율, 자기부담금 범위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

한다. 통상적으로 물적할증 기준금액 200만 원, 본인부담금 20%, 자기부담금 범위 20~50

만 원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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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내용

우리
나라

자기차량손해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피보험자동차 일방과실 사고일 경우 수리비용
/수리･도난 시 자동차비･렌트 비용/전손(도난 제외) 시 차량 신규등록비
용 지원/원격지 사고 및 외제차 운반비용/초과 수리비용/다른 자동차 차
량손해/경미손상수리 기준 적용

차량단독사고
타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침수로 인한 손해/차량하체보호 
비용 지원 

도난･화재･자연재해 차량 전부 보상/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 풍력에 의한 손해

일본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년 후 
10만 엔)

차량 충돌 사고/단독･뺑소니(대물)/대차비용 특약

도난･화재 화재/차량･부속품 도난/차량 신가특약

자연재해
태풍･해일･자택･차고 침수(지진･분화･쓰나미 위험에 따른 ‘차량 전손 
시 일시금’ 특약)

개인물품보상
(5천 엔)

보험기간 중 10만 엔 한도/현금･유가 증권･귀금속･휴대 전화･콘택트렌
즈 등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 

영국

자기차량손해
(500파운드)

우연한 충돌/단독사고/우발적 사고/앞 유리 손상/대여 차량/지정된 정
비공장 이용 시 차량 수리 보증기간 5년

도난･화재
(400파운드)

화재/도난/차량 탑재 장비 도난/차량키 분실(수리)/신차(중고차) 교체 
비용

개인물품보상 개인소지품 보상(250 파운드)/아동용 카시트

미국

충돌
(최대 5,000달러) 

차량의 전복, 혹은 다른 차량 혹은 물체(Objects)와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감가상각 제외한 차량 시장가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

단독사고
(최대 5,000달러)

차량의 도난, 우박･홍수･바람･침수, 새･동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
를 보장(Betterment, GAP Insurance)

유리창보상
(50~100달러)

주행 중 혹은 인위적, 자연적인 이유로 단지 유리만이 파손된 경우/1인
치 미만의 파손인 경우 무료현장 수리/출장수리 가능

독일

자기차량손해
차량(동물) 충돌/단독사고(기물파손)/운전자 중과실 사고/앞 유리 손상/
정비공장 이동 및 수리차량 인도/대여 차량/수리보증 6년

도난･화재
부분품(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절도/차량키 분실(수리･교체)/차량 배선 
손상/전손 보상/파손･분실로 교체차량 등록･양도비용･차량 구매가격 보
상

자연재해
폭풍, 우박, 번개, 홍수, 눈사태, 산사태, 화산 폭발, 지진 또는 지붕 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

주: 괄호 안은 자기부담금임

자료: 주요국 보험회사 홈페이지

<표 Ⅱ-14> 주요국 자기차량손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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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출동서비스: 기타보상

우리나라에서 1996년에 시작된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 견인, 타이어 교체 및 수리, 배터

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입 초기에는 무상으로 제공

되었으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기간 내 제공 횟수한도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서비스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미국 파머스 보험(Farmer’s Insurance)의 긴급출동서비스는 20,000개 이상의 견인 및 도

로 서비스 시설과 10,000명의 인력이 제공한다. 긴급 견인의 경우 최대 150달러까지 보장

되고, 배터리 방전, 점프 시동, 타이어 펑크, 차량키 잠김(Lock-Out), 차량이 진흙, 눈, 얼음 

또는 공공포장 도로의 측면(10피트 이내)에 갇힌 경우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도 렌터카 및 여행 경비 서비스는 차량 렌탈 비용을 선택한 한도까지 보상하거나 차를 수

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제공한다. 여행 경비 담보는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

고를 당해 집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식사, 숙박, 자동차비(최대 500달러)를 보상한다. 

독일에서는 종합보험(Kasko)이 긴급출동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 독일의 10대 보험그

룹 중 하나이고 약 1,240만 대의 고객을 보유한 HUK-Coburg의 종합보험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휴 정비공장까지의 거리가 15km 이상인 경우 정비공장까지 차량을 이동

시키는 서비스와 수리된 차량을 자택까지 인도해주는 서비스(지정된 정비공장까지의 거

리가 15km 이상인 경우)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회사보다는 회원 

수 1,800만 명 이상인 독일인 자동차클럽(Allgemeiner Deutscher Automobil Club, 이하, 

‘ADAC’라 함)이 지배적으로 연 회비 50~70유로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는 기타 보상 상품으로 판매되는데, 소니 손해보험의 ‘로드서

비스(ロードサービス)’는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9,900개소의 거점이 있

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계약 1년차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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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장내용

견인 지원
지정한 정비공장까지 거리 및 이용횟수 제한 없이 무료 견인 
고객이 지정한 정비 공장까지 견인할 경우 견인거리 100km까지 무료

응급작업 지원

배터리 방전 시 충전/주행 중 연료 부족 시 10리터의 가솔린 또는 경유공
급/자동차 키를 차내에 두고 내렸을 때/타이어 펑크 시 스페어 타이어 교체/각종 
오일 누출 시 점검･보충/냉각수 보충/각종 등화류 밸브교환/볼트 장착/도랑 등에 
바퀴가 빠졌을 경우 견인/스택(강설을 원인으로 하는 일반 타이어의 스택은 제
외)/기타 작업시간 30분까지 현장 응급작업

숙박비용 지원
피보험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에게 호텔 1박 숙박비 지급
- 단, 지불 대상 인원은 최대 차량 검사증에 기재된 정원 수

애완동물 동반비용 
지원

귀가가 어려울 경우 애완동물 보관기간 연장요금 최대 1만 엔 지급/애완동
물과 함께 외출하고 귀가가 어려울 경우 애완동물 호텔비 등을 최대 1만 
엔까지 지급

귀가비용 지원 사고나 고장 등의 현장에서 집･목적지까지 자동차비 실비를 전액 지급

대여비용 지원
집･목적지까지의 24시간 대여 비용(계약 차량과 동급 이하)을 지급, 노리스테(乗
捨て: 다른 지점에 반납) 비용 지급

수리 후 배달 지원
차량 정비 후 집까지 무료 배달서비스, 가정에서의 거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은 없음, 직접 수령하면 1명의 자동차비 1만 엔까지 지급 

자료: 일본 소니 손해보험(www.sonysonpo.co.jp)

<표 Ⅱ-15> 소니 손해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기타보상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외에도 변호사 비용특약, 개인배상책임 특약, 가족 오토

바이 특약, 차량 소지품 보상, 자전거 상해 특약이 있다. 변호사 비용 특약은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중재･화해･조정에 소요 된 비용의 경우 300만 엔, 변호사･법무사의 법률 상담 

비용의 경우는 10만 엔 한도에서 지급한다. 개인배상책임 특약은 일본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이외의 일상생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량 소지품 보상은 사고로 피보험차

량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피보험차량의 실내와 트렁크 등에 

적재하고 있던 동산(의류, 카메라, 골프 클럽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한도는 10만 

엔, 30만 엔, 50만 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족 오토바이 특약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원동기 오토바이를 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 특약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어 입원했거나 보행 중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와 부딪쳐 부상

을 입었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사망보험금은 1인당 500만 엔, 후유장애 보험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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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애의 정도에 따라 20만~500만 엔, 입원 일시금은 입원 5일 이상 10만 엔, 입원보험

금은 입원 1일당 5,000엔이고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한도이다.

영국은 차량고장보험(Breakdown Insurance)을 통해 영국 및 유럽지역 도로 운행 중, 집

에 주차 중, 혹은 여행 중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차량 수리, 혹은 가까

운 정비소로 이동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긴급출동서비스는 그린 플

래그(Green Flag)의 차량고장보험인데 보험료는 25~100파운드에서 시작한다. 그린 플래

그는 1994년 설립된 후 1999년 다이렉트 라인에 인수되었다. 대표적인 상품은 리커버리 

플러스(Recovery Plus)인데 대체로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다(부록 참조). 긴급출

동서비스, 무제한 요청(Unlimited call-outs),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지원(자택 및 자택 

내 0.25 마일 반경 이내), 귀가 지원 서비스(차량 견인 포함), 여행지원(Onward travel) 서

비스 등이다. 이 서비스는 차량이 수리되지 못할 경우 48시간 동안 100파운드 한도에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파운드 한도에서 대체 자동차편 혹은 호텔 숙박비용을 제공

한다. 호텔은 1인당 150파운드, 고장 1건당 500파운드 한도에서 제공된다.

바. 요약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담보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책임(의무)보험 대인배상 

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높지만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대물보험 의무

가입 한도 역시 2천만 원으로 영국의 2천만 파운드, 독일의 112만 유로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다. 무보험차량 손해는 보장기금에서 보상하지만 일본과 다르게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영국 자동차보험은 보장기금 보상금액과 실제 손해액과의 차이를 보상한

다. 자기차량손해와 긴급출동서비스의 보장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좁은 것으로 보

인다. 자기차량보험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자연재해 범위, 도난 품목 등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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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공통점 차이점

대인배상

[대인Ⅰ]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0.3~1.5억 원
[대인Ⅱ] 대인Ⅰ 한도 초과
(무제한 가입 가능)

대인Ⅰ: 책임(의무)보험
최소 가입금액: 미국을 제외 
하고 우리나라가 낮음

대물배상
책임: 2,000만 원
임의: 최대 5억 원

책임(의무): 2천만 원 한도

일본: 임의보험(무제한)
미국: 5천 달러
독일: 112만 유로
영국: 2천만 파운드

무보험차 
상해

일부 정부보장사업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한도 
보상

독일: 보장기금에서 보상
영국: 법률에 따라 보
상하나 실제 손해액과
의 차액 보험 보상

미국: 의무가입(일부 주)
일본: 무제한 보상

자손보험
사망･후유장애: 최대 5억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피보험자 탑승/운행 중 손해
피보험자 탑승/운행 이외의 
정차/보행/자전거 탑승 중 
손해도 보상 

차량보험
충돌･접촉/도난
(보험증권 기재부품에 한함)

차량 수리
전부 도난
일부 자연재해 보상

차량 전부 도난만 보상
(부속/부분품 보상 없음)
포괄적 자연재해 보상 범위
여행 중 경비 보상
GAP 보험/차량가액 보상

기타 
보상

긴급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숙박/귀가/애완동물 동반 
비용
차량 수리 후 배달
일본: 변호사 비용 보상

자료: 저자가 정리함

<표 Ⅱ-1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 요약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국가별 판매채널의 구조에 따라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사업비율)도 다른 것으로 보인

다. 사업비율이 낮을수록 경영효율성이 높고 보험료가 낮을 수 있다. 판매채널 구조의 경

우, 영국과 우리나라는 설계사 등 대면채널의 비중이 줄어드는 데 비해 전화･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일본, 미국 등에서는 전속설계사 등 대면채널

의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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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

모집방법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면채널의 경우 2010년 77.1%에서 2019년 

59.3%로 줄어들었지만 TM 비중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CM 비중은 2.0%에서 

21.1%로 늘어났다. 전화･인터넷 등 TM, CM의 직판채널 비중은 22.9%에서 40.7%로 확대

되었다.9) 이러한 추세는 2002년 보험료 자유화로 온라인 전업사를 중심으로 비대면채널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은 대형 4사

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들의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CR4 지수는 2002년 70.3%

에서 2019년 82.1%로 높아졌다. 경쟁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 인덱스(Herfindal- 

Hersh Index; HHI)도 2002년 1,470.6에서 2019년 1,823.5로 높아졌다. 

대면모집 비중이 줄어들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인 순사업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4년 30.6%에서 2019년에는 17.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대면모집 TM CM CR4 HHI 순사업비율

2004 89.3 8.7 2.0 68.4 1,379.9 30.6

2010 77.1 20.9 2.0 69.5 1,344.6 33.4

2012 71.3 24.2 4.5 71.9 1,422.5 23.6

2019 59.3 19.6 21.1 82.1 1,823.5 17.0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17>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비중
(단위: %)

 

나. 영국

영국의 경우 브로커, 설계사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직판채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2011년 수입보험료의 31% 수준이던 직판채널 비중은 2017년 60%로 확대되었고 설

계사, 브로커 등 대면채널의 비중은 61%에서 33%로 줄어들었다. 직판채널은 1990년대에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브로커와 직판채널 비중은 1990년 76%와 12%에서 1994년 33%와 

9) TM은 전화를 통한 판매, CM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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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로 변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속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11%에서 10%로 소폭 낮아졌

다. 직판채널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비중은 25% 내외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구분 브로커 전속설계사 직판채널 기타 사업비율

1990 76 11 12 1 25.4

1994 33 10 25 2 24.2

2011 37 24 31 8 19.0

2017 31 2 60 7 26.6

자료: 영국 보험협회

<표 Ⅱ-18> 영국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비중
(단위: %)

영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약 100여 개의 보험회사가 경쟁하고 있지만 상위 10개 회사가 

원수보험료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10) 상위 10개 회사 가운데 1위에서 4위(애드미럴 

그룹 15.7%, 악사 12.57%, 디렉트라인 11.6%, 아비바 10.8%)까지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40%에 이른다. 

다. 일본

일본의 전속설계사(Agent) 비중은 자배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대비 99.9%, 임의보험

의 경우에는 92.4% 수준이다. 임의보험에서 비대면채널의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9

년 7.6%로 확대되고 있다(<표 Ⅱ-19> 참조). 자배책보험과 다르게 임의보험은 가입자들이 

담보를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의보험 가

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가격경쟁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려는 유인

이 있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낮추는게 용이한 직접판매를 선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 영국 님블핀스(https://www.nimblefins.co.uk/largest-car-insurance-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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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배책보험 임의보험

전속설계사 브로커 직판채널 전속설계사 브로커 직판채널

2010 99.7 0.0 0.3 93.8 0.0 6.2

2015 99.8 0.0 0.2 92.9 0.0 7.1

2019 99.9 0.0 0.1 92.4 0.0 7.6

자료: 일본 손해보험협회

<표 Ⅱ-19> 일본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비중
(단위: %)

 

일본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손해보험 사업비율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 비중

이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2018년 

32.5%인데 커미션 비율은 17.2%, 관리비(Admin Expense Ratio)는 15.2%이다. 손해보험 

시장에서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처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83.9%에 이른다. 

라.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직판채널의 비중은 2019년 원수보험료 대비 25.8%에 불과하다. 그

리고 전국 혹은 지역 독립 판매채널(Agency) 비중이 30.8%, 보험회사 전속(Captive) 에이

전트 비중은 43.5%로 대면채널 비중이 높다. 

구분 전국 독립설계사 지역 독립설계사 전속설계사 직접판매

2011 6.7 26.3 48.4 17.4

2013 5.4 25.9 49.6 19.1

2016 6.5 24.1 46.1 23.3

2019 8.8 22.0 43.5 25.8

자료: A.M. Best

<표 Ⅱ-20> 미국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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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는 87개의 보험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상위 4개 

회사가 42.5%,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32.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료 

기준 HHI 인덱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765이다. 진입･퇴출의 경우 2019년에 25개 회

사가 진입하였고 36개 회사가 사업 중단을 선택했다.11) 경쟁은 심하지만 시장 규모는 성

장하고 수익도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65% 성장하였고 10년 평균 이익률(Return on Net Worth)은 4.19%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관련 자료는 제한적이어서 2020년 미국 

상위 20개 개인용 자동차보험 회사의 사업비와 손해조사비, 손해율, 합산비율 분포를 조

사하였다. 사업비(Expense Ratio)는 평균 25.9%, 최소 13.1%, 최대 32.7%이다. 손해율에 

손해조사비를 합한 값은 평균 64.7%, 최솟값은 55.7%, 최댓값은 77.5%로 나타났다.

구분 손해율 손해조사비 사업비 합산비율

평균 54.3 10.4 25.9 90.7

최소 47.3 8.4 13.1 81.5

최대 64.2 13.3 32.7 99.4

표준편차 4.2 1.2 4.8 5.2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표 Ⅱ-21> 2020년 미국 상위 20개 개인용 자동차보험 회사 주요 지표
(단위: %)

 

마. 독일

독일의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비중과 관련된 자료는 확보하기가 어려워 손해보험 전

체 판매채널 비중을 다음의 <표 Ⅱ-22>에 제시한다.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39%로 가장 크기 때문에 독일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 가운

데 자동차보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12) 독일의 경우도 주요국과 유사하게 직접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나라, 영국에 비해서 느린 것으로 보

11) NAIC(2020)

12) 독일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일반손해(General Liability), 신체상해보험(Private Accident Insurance), 법률비

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 해운 및 항공(Marine and Aviation), 신용보증(Credit, Surety and 

Fidelity Insurance), 긴급출동서비스(Roadside Assist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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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2010년 직접판매 비중이 9.4%에서 14.1%로 늘어나는 데 그쳤고 전속설계사 비중은 

47.6%로 유지되고 있다.  

구분
브로커 등 
독립설계사

전속설계사
금융기관 
대리점

직접판매 기타

2010 31.7 47.6 6.4 9.4 4.9

2015 27.2 48.5 5.6 13.2 5.5

2017 27.5 47.6 5.6 14.3 5.0

2019 28.5 47.6 5.0 14.1 4.8

자료: 독일 손해보험협회

<표 Ⅱ-22> 독일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
(단위: %)

Liselotte Maichel-Guggemoos and Joel Waggner(2018)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직접판매 

비중은 2002년 4% 이하에서 2014년 13% 내외로 확대되었다. <표 Ⅱ-22>를 고려하면 자

동차보험 직접판매 비중은 15%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율은 손해율과 합산비율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 손해율이 2019년 87.9%이고 합산

비율이 98.4%임을 고려하면 사업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담보별로 합산비율에서 손해

율을 차감한 값은 배상책임에서는 7~9%, 자기차량손해에서는 14.6~15.1% 수준이다. 

Liselotte Maichel-Guggemoos and Joel Waggner(2018)은 독일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

이 낮은 이유로 상호회사와 직접판매의 확대를 들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2014년 원수

보험료 기준으로 상호회사(Mutual Company)의 시장점유율이 14.1%이고, 독일 보험협회

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014년과 2018년 10% 내외이다.13) 독일

의 10대 보험회사이고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10%인 HUK-Coburg는 상호회사이다.14) 

13) 상호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보험계약자가 주주인 회사임

14) HUK-Coburg-Company Profile, Information(https://www.referenceforbusiness.com/history2/60/HUK

-Cobur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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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동차보험 전체 배상책임 자기차량손해

손해율 합산비율 손해율 합산비율 손해율 합산비율

2015 87.1 97.9 90.8 98.8 82.1 96.7

2016 88.2 98.9 92.3 100.5 82.6 96.7

2017 88.1 98.0 90.8 97.8 84.7 98.6

2018 86.0 96.1 90.7 97.2 79.8 94.9

2019 87.9 98.4 89.9 97.3 85.5 100.3

자료: 독일 손해보험협회

<표 Ⅱ-23> 독일 자동차보험 손해율, 합산비율 추이
(단위: %)

독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2019년 기준 89개이다. 2011년 99개 회사

에서 10개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회사들의 합병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상위 5개사,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7%, 68%로 당시 영국의 52%, 75%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

이다.15) 

6. 보험료 규제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전 승인제(Prior Approval)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책임(의무)보

험 기준요율을 국토자동차성과 요율산출위원회에서 책정하는 반면 임의보험에서는 손해

율 실적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영국, 독일, 우리나라는 보

험료 자유화로 명목적으로는 요율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1994년 협정요율제도를 폐지

하고 1996년부터 범위 요율을 확대하였으며, 2001년 8월 요율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요

율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이 자사 요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자유

화되었다. 

영국은 보험료 규제가 없는 대신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과 계약자 보호를 건전성 감독국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과 금융소비자 보호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 감독하는 구조이다. 1973년 물가관리 차원에서 보험료 규제를 한 적이 있으나 1979년 

15) Liselotte Maichel-Guggemoos and Joel Waggner(2018), pp. 1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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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 자유 가격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손해율 변동 시 보험료를 즉시 조

정할 수 있고 조정 주기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하다. 그리고 보험료 조정률 및 산정 방법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시할 의무는 없다. 독일은 보험료 자율화를 1994년에 시작하

였는데, 이전에는 보험 요율 및 위험률 개발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1994년 

이후에는 승인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보험료 자유화 이후 손해액 변화가 보험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분석결과도 제시되었다.16)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88년 Proposition 103를 제정, 이전의 요율 자유화에서 사전 승

인제로 회귀하였다. 요율 자유화 시기에는 보험회사가 재량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었

으나 급격한 보험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보험가입 여력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

로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다. 1988년 이후 사전승인제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제출한 요율

을 요율산정공식에 따라 평가하는데, 보험회사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비용효율성 제

고 동기를 부여한 반면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유인을 제공하여 손해액 감소를 유도하

였다는 평가를 받았다.17)  

7. 요약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은 수입보험료 규모에서 영국보다 크고 독일보다 작지만, 자동

차 등록대수, 보험회사 수 등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에서는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보험료가 낮지만 평균 보험료는 일본이 가장 낮고 우리나라는 일본보

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해율은 독일보다 소폭 낮지만, 영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에 

비해 높고, 대인배상 계약자 부담 보험금(Burning Cost)은 우리나라가 영국, 일본, 미국에 

비해 높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정도를 비교하는 대인배상 청구율(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대비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 비율)도 높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연평균 4.9%로 독일의 1.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직판채널 비중 확대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모두 관측되는 현상이지만, 일본, 미국, 독일

은 대면채널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사업비율은 2004년 30.6%에서 2019년 17.0%로 낮아

16) Berry-Stolzle and Patricia Born(2012)

17) 캘리포니아 요율규제 관련 내용은 전용식･채원영(2013)을 참조 바람



36 연구보고서 2021-09

졌지만, 영국과 미국은 25% 내외, 일본은 35% 내외로 추산된다. 독일의 사업비율은 10% 

내외로 추산되는데, 직판채널 비중 확대, 그리고 경쟁 심화라는 공통점에 더해 상호회사

들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국제적으로 낮

은 수준으로 보인다. 낮은 사업비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손해액 증가율은 보험영업이익 적

자 원인이다.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책임(의무)보험(대인 및 대물배

상)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고 담보하는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무)보험 

가입 한도는 사망의 경우 우리나라는 1억 5천만 원으로 미국의 사고당 3만 달러에 비해 

높지만, 영국(무제한), 독일(750만 유로), 일본(3천만 엔)에 비해 낮다. 낮은 보험금 한도는 

중상해 피해자 구제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Houchens(1985)

의 조사결과와 같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가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보

장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영국과 독일은 차량에서 승･하차 중,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발

생한 손해도 보상하고 일본의 경우 차량 탑승 시 외에 보행 중이거나 자전거 승차 시에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 자기차량손해의 범위에서 비교되는 것은 자연재해 

보상 여부와 차량 및 부품･부속품 도난, 교체 비용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 폭우

로 인한 침수,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우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되고 영국, 

독일, 일본도 이를 보상한다. 일본의 경우 침수도 보상하고 특약으로 지진･분화･쓰나미 

위험에 따른 차량 전손을 보상한다. 차량 도난의 경우 전부 도난일 경우만 보상하는데 영

국, 독일, 일본 등은 차량의 부분품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차량이 전부 파손된 경우 교

체 비용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은 보상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율 자유화 이후에도 손해율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영국, 독일, 

일본(임의보험) 등과는 다르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