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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본 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직성(Supply Rigidity)을 분석한다. 시장 경직성은 시장

의 수요, 공급 등 환경 변화로 인한 보험서비스 가격과 공급량의 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

이다. 즉, 시장 경직성이 낮다면 새로운 균형 가격으로 빠르게 조정될 것이고 반대로 경직

성이 높다면 새로운 균형 가격으로 느리게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 경직성은 새로운 

균형으로의 조정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험영업이익, 손해율 등이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일정한 주기성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아래 <그

림 Ⅲ-1>은 우리나라 보험영업이익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을 보여주는데, 1996년과 1997

년 흑자를 기록한 후 2010년까지 적자가 크게 악화되었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흑자, 혹은 Break Even을 균형이라고 보면 새로운 균형

에 이르는 데 20년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위보험가격 증감은 –0.23에서 0.23 사

이에서 다소 우하향(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료: 보험개발원

<그림 Ⅲ-1> 우리나라 보험영업이익과 단위보험가격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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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험영업이익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은 다음의 <그림 Ⅲ-2>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

험영업이익은 2005년 1억 9,100만 파운드 적자에서 2013년 1,900만 파운드 적자, 2018

년 5억 1,500만 파운드 흑자로 전환되었다. 2009년과 2010년의 적자는 경상환자에 대한 

과도한 대인배상이 원인이다.18) 손해액이 급증하였지만 2011년 단위보험가격이 상승하

면서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6년 적자는 

보험금 현가 환산 금리(Ogden Rate)가 2.5%에서 -0.75%로 낮아지면 일시적으로 보험금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19) 그러나 2017년 흑자로 전환하여 새로운 균형에 이른 것으로 보

인다.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Ⅲ-2> 영국의 보험영업이익과 단위보험가격 증감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결과, 영국은 단위보험가격과 보험영업이익 변동 폭이 우리나

라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국의 자동차보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덜 경직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경직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Tennyson 

(1993)의 규제 시차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경직성을 분석한다. 

18) 전용식･손민숙(2021)을 참조함 

19) Guardian(2017), “UK car insurers saw losses of £3.5bn in 2016 due to new compensation rule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7/jun/15/uk-car-insurers-saw-losses-of-35bn-in-20

16-due-to-new-compensation-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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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nyson(1993)의 모형은 (장기)균형 단위보험가격, 시장 단위보험가격, 규제 단위보험

가격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의 공급 경직성(Supply Rigidity)을 추정한다. 균형 

단위보험가격은 위험이 조정된 손해액, 손해조사비, 사업비, 자금조달 비용의 기댓값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고(Meyers and Cohn 1986), 시장에서 관측되는 시장 단위보험

가격은 보험료 책정 관행(Venezian 1985), 금융시장의 변동성(Doherty and Kang 1988), 

자금조달 비용(Doherty and Graven 1991), 보험시장의 구조(Cummins and Outreville 

1987) 등으로 인해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균형 단위보험가격으로 조정

되지 않을 수 있다.20) Venezian(1985)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미래에 발

생할 손해액(비용)을 예측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의 과거 자료를 이용한 손해액 평가 및 예

측, 요율 조정 시차 등이 시장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보험시장 구조와 시장 경

직성을 예를 들어 보면, 예측하지 못한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가 발생하여 손해율이 높아

져도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손해액을 줄이려는 제도개선에도 6개

월~1년이 소요된다. 그리고 개정된 제도는 특정 시점 이후의 사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

도개선 효과는 손해액 변동 이후 최소한 1년 반이 지나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액 

변동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가별 시장 경직성 비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위보험가격이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될수록 공급자는 장기 균형에 가까

운 보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공급자들의 진입･탈퇴로 경쟁이 가속화되어 소비자의 

효용은 늘어나고 공급자는 적정 이윤을 얻을 수 있다. 

2. 분석 방법

자동차보험 시장은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서비스

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에 공급되는 보험서비스 수량( )은 손해액으로, 보험

서비스 가격은 손해액 1단위당 보험료(단위보험가격  , 손해율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

다. 균형 단위보험가격(
 )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수요량은 

20) 시장 단위보험가격이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균형 단위보험가격으로의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손해율이나 보험영업

이익이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인수주기(Underwriting Cycle)라고 함. 인수주기의 원인은 시장 

경직성(Supply Rigidity)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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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자동차보험 수요는 자동차 등록대수, 소득 등의 영향을 받고 공급은 위험이 조

정된 예상 손해액, 인수 비용의 현재가치, 실질금리,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역량에 영향을 

받는다. 균형 단위보험가격과 수량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가

격과 수량으로 가정한다. 

한편 보험산업의 인수주기(Underwriting Cycle)로 시장에서 관측되는 단위보험가격의 조

정은 즉각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다. 인수주기는 요율 책정 관행, 보험료 규제, 자본 조달

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단위보험가격이나 손해율의 시점 간 상관관계가 높고 주기

성을 보이는 현상이다.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을 인수주기를 통해 반영하

기 위해 시장 경직성  ∈     파라미터를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량 조정에 반영한다.


   

      
     (1)

즉, 기의 서비스 공급량은 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경직성 파라미터 를 가중치로 기의 

균형 서비스 공급량과   기 공급량의 가중평균이다. 시장 경직성 는 시장 상황 변화

에 대해 보험회사가 시장균형으로 서비스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 예

를 들면 시장의 손해액이 증가하여 균형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개의 회사는 인수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 (  )의 회사들은 지난 해 공급량을 공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시장균형 조건과 균형 단위보험가격의 정의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시장 단위보험가격

(
 )은 보험회사의 서비스 공급(인수) 경직성(    )을 반영한 전기의 단위보험가

격      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단위보험가격(
 )의 가중 평균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위의 식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단위보험가격이 전기의 단위보험가격과 균형 단위보험가격

의 가중 평균인데, 가중치는 시장 경직성 파라미터이다. 경직성이 클수록(가 작을수록), 

시장 단위보험가격에 미치는 전기 단위보험가격의 영향이 크다. 균형 단위보험가격(
 )

은 자동차보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단위보험가격인데, 보험서비스(손해액) 공급 비용

(  ), 자동차보험 수요요인( ), 그리고 할인율( )의 함수로 정의된다.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41

        (3)

Tennyson(1993)은 보험서비스 공급 비용 변수를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 )으로 대용하

고 할인율은 3개월 국채금리 변수로, 그리고 자동차보험 수요요인 변수들은 주별 더미변

수로 설정하였다.21)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은 다음의 식 (4)와 같이 정의되는데,

        (4)

여기서 은 실제 손해액(Actual Loss)이고 은 예측한 손해액(Expected Loss)이다. 

예측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은 손해액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도출한다.22)

               ∼      (5)

여기서 는 시간 추세,  는 시간 추세변수를 제곱한 변수이다. 방정식 (5)는 손해액의 

추세를 추정하는 추정방정식으로 손해액의 변동성에 대한 추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추정

방정식 (5)를 통해 손해액을 추세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손해액 대비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 비율은 보험료 조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경과보험료 대비 손해액으로 정의되는 

단위보험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경과보험료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보험계약도 포함하기 때문에 Tennyson(1993)은 기와   기의 설명변수에 가중치 

를 반영하여 단위보험가격 추정방정식을 설정한다. 

                

                         (6)

본 보고서에서는 패널분석 대신에 분석 대상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신에 국가별 자동차보험 수요를 반영하는 자동차 등록대수 변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

료의 제약으로 실제 가중치 를 구할 수가 없어 파라미터를 단순화하였다. 식 (5)에서 

와   은 보험서비스 공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와 ⋅  를 각각 

개별적인 파라미터  ,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와 는 Tennyson(1993)의 추정방

정식과 유사하게 전년 대비 증가율로 전환하였다. 증가율 전환은 추정방정식의 이론적인 

정합성을 다소 훼손할 수 있지만 추정하는 파라미터 수를 줄여 추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21) Tennyson(1993)은 1인당 소득, 평균 시간당 임금, 인구 등 자동차보험 수요를 반영하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추

정하였으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추정치의 유의성이 낮아져 모형에서 제외하였음

22) 자세한 내용은 Tennyson(1993) 논문 p. 56의 별첨(Appendix)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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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는 국가  , 시점 의 확률적 오차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패널분석 모형으로 추정하기보다는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추정하는데, 국가 간 자동차보

험시장의 상호작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 가운데 각 나라의 실질금리를 제외하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23) 독립변수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확률오차에 자기 상관이 심

할 수 있기 때문에 코크란-오컷 방법을 사용한다.

설명변수 가운데 손해액 예측오차( )는 각 국가 개별적으로 추정한 후 모형에 포함한

다.24) 이외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 자산운용 수익률을 나타내는 실질금리 증감

(  )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실질금리 증감은 보험계약과 보험서비스 공급이 발생

하는 시기까지 시차가 있어 보험서비스 공급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역할을 한다. 

Tennyson(1993)의 모형에 따르면 추정치  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시장 경직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현재 단위보험가격에 전기의 단위보험가격

이 미치는 영향이 1에 가까울수록 파라미터 가 작고, 균형 보험서비스 공급량과의 차이

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정치  과 는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험료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추정

치는 음의 부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단위보험가격의 현재가

치가 작아지는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높을 수

록 경과보험료가 커지면서 손해액 1단위당 단위보험가격은 상승한다. 다음에서는 국가별 

인수주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Tennyson(1993)의 분석 방법으로 국가별  를 추정

하여 나라별 공급 경직성을 비교한다.

23) Tennyson(1993)은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하였는데, 내생성과 각 주별 상호작용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단위보험가격의 증감( )으로 변환하여 추정하였음.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설명변수에 

포함하지 않음

24) 추정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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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

다음의 <표 Ⅲ-1>은 분석에 활용된 국가별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자

료의 가용성 문제로 분석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단위보험가격( )은 경과보험료를 발

생 손해액으로 나눈 값인데 영국과 독일은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원수 보험료를 발생 손

해액으로 나눈 값이다. 원수 보험료와 경과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아 분석 결과를 왜곡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와 독일을 제외한 분석 대상 국가들의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은 각 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 영국은 교통통계국(Department for Transport Statistic), 일본은 손해

보험 요율산출 위원회에서 자료를 추출하였고, 독일의 경우 OECD가 제공하는 자동차 등

록대수 증가율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등록대수 자료는 기간별로 찾기가 어려

워 포함하지 못하였다. 

 는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국채금리의 전기 대비 증감이다. 

명목금리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3개월 CD금리, 다른 국가들은 3개월 리보금리를 설정하였

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명목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이다.25)

분석 기간은 1991년부터 2018년이며 기간 중 각 변수의 기술 통계량과 자료의 출처 등을 

다음의 <표 Ⅲ-1>에 제시하고 있다. 단위보험가격 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0.1302로 단위보험가격의 변동성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보험가격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 예측오차 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보험 

수요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자동차 등록대수가 평균 6.9% 증가하였고 일본이 1.2% 증가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증가율은 1% 미만이다.      

25) 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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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평균 1.3064 1.2562 1.0908 1.6593 1.5367

표준편차 0.1302 0.1239 0.0626 0.1315 0.1180

CV 0.0996 0.0986 0.0573 0.0793 0.0768

자료 보험개발원 AXCO 보험협회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국

요율산출
위원회

 평균 -0.0097 -0.0027 -0.0005 -0.0013 -0.0002

표준편차 0.0687 0.0578 0.0234 0.0408 0.0163

CV -7.0825 -21.4074 -46.8000 -31.3846 -81.5000

자료 보험개발원 AXCO
독일보험협회

(GDV)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국

요율산출
위원회

 평균 -0.0031 -0.0016 -0.0021 -0.0003 -0.0008

표준편차 0.0134 0.0123 0.0069 0.0164 0.0098

CV -4.3226 -7.6875 -3.2857 -54.6667 -12.2500

변수 3개월 CD 리보(3개월) 리보(3개월) 리보(3개월) 리보(3개월)

 평균 0.0697 -0.0027 0.0092 - 0.0122

표준편차 0.0666 0.0892 0.0921 - 0.0173

CV 0.9555 -33.0370 10.0109 - 1.4180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통계국 OECD -
요율산출
위원회

주: CV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표 Ⅲ-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나. 인수주기 추정 결과

인수주기는 손해율이나 단위보험가격 등 보험영업이익 지표를 시계열 분석하여 추정한

다. 인수주기를 추정하는 이유는 단위보험가격 추정방정식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즉, 인

수주기가 없다면 추정방정식이 이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인수주기 모형은 

통상적으로 시차 2의 자기 회귀(Autoregressive Model) 모형, AR(2)을 시간 추세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는데 Cummins and Outreville(1987)의 방법을 따라 수행하였다. 1991

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단위보험가격을 AR(2)로 추정한 결과는 <표 Ⅲ-2>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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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데 인수주기는 4.5년에서 6.9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추정 결과, 

추정치 가운데       중 하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미국, 일본

의 단위보험가격 추정 결과 두 추정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주

기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4.5년, 4.6년, 독일과 미국은 5.2년, 5.4년, 일본은 6.9년으로 나

타났다. 

                 ∼ 

국가        주기(년)

우리나라
-1.141
(-0.43)

0.782
(3.71)

-0.184
(-0.89)

0.0007
(0.54)

0.396 4.5

영국
3.244
(0.93)

0.745
(3.79)

-0.328
(-1.67)

-0.0013
(-0.80)

0.332 4.6

독일
1.783
(0.90)

1.033 -0.464
(-2.49)

-0.0007
(-0.72)

0.585 5.2
(5.55)

미국
-1.439
(-0.91)

1.117
(5.91)

-0.526
(-2.75)

0.008
(1.05)

0.674 5.4

일본
2.647
(2.33)

1.386
(9.90)

-0.799
(-5.60)

-0.0012
(-2.17)

0.877 6.9

주: 분석기간은 1991년부터 2018년이며. 괄호 안은 t-통계치 값임

<표 Ⅲ-2> 자동차보험 인수주기 추정 결과

다. 시장 경직성 추정 결과

다섯 개 나라를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동일한 모형으로 개별적으로 추

정하였고, 추정 결과를 다음의 <표 Ⅲ-3>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별 추정방정식의  

통계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항의 시계열 자기상관은 독일과 일본에서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경직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추정치는 다섯 나라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우리나라의 추정치가 0.582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이 0.5 내외, 미국이 

0.410, 그리고 영국이 가장 작은 0.40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단위보험가격이 전기 단

위보험가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경직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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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영국 독일 일본 미국

 0.582 *** 0.408 † 0.515 *** 0.514 *** 0.410 *

(0.207) (0.199) (0.172) (0.145) (0.189)

 -1.008 *** -0.716 † -1.166 *** -1.462 *** -0.935 *

(0.204) (0.379) (0.214) (0.412) (0.409)

 0.826 * -0.548 -0.087 -1.174 ** -0.419

(0.307) (0.411) (0.279) (0.455) (0.436)

 -1.299 † 0.521 0.398 0.315 0.472

(0.816) (1.943) (0.731) (0.489) (0.754)

 0.558 *** -0.003 -0.005 1.083 -

(0.491) (0.004) (0.045) (2.442)

F (5, 19) 11.71
(0.001)

2.79
(0.047)

9.98
(0.001)

8.46
(0.001)

3.71
(0.016)

Adj   0.6906 0.2714 0.6517 0.608 0.360

 0.3319 0.053 0.776 0.845 0.496

DW 2.005 2.055 0.977 1.591 1.919

주: 1) ***:   , **:   , *:   , †: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표 Ⅲ-3> 주요국 모형 추정 결과

손해액 예측오차( )의 추정치     는 우리나라의   추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국

가에서 모두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기의 예상

하지 못한 손해액 증가가 기의 단위보험가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과는 다

른 결과이다. 전기의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 증가를 이번 기 단위보험가격에 일부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금리 추정치  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추정치  은 우리나라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보험가격이 불안정적인 시계열이거나 추정방정식에서 다른 독립변수들과 공적분

(Co-integration) 관계가 없다면 추정 결과는 의미가 없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각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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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보험가격과 추정된 잔차항의 불안정성을 검정(Unit-Root Test)하였다(<표 Ⅲ-4> 

참조). ADF 테스트 결과 각 나라별 단위보험가격, 추정된 잔차항(Residual)이 불안정적

인 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표 Ⅲ-4>에서 제시한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

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직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외산차, 대인배

상 경상 환자 진료비 등)을 보험료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조정하는데, 제도가 개선되기까지는 시장 비효율이 지속될 수 있다. 

구분 우리나라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단위보험가격 -2.850 *** -2.777 *** -2.982 *** -2.481 * -2.534 ***

Test Stat. (0.0043) (0.0054) (0.0032) (0.0103) (0.0091)

잔차항 -5.341 *** -3.924 *** -3.321 *** -2.103 * -3.017 ***

Test Stat. (0.0001) (0.0004) (0.0016) (0.0238) (0.0034)

임계치(Critical Value)

10% -1.319 -1.323 -1.321 -1.323 -1.325

5% -1.714 -1.721 -1.717 -1.721 -1.725

1% -2.500 -2.518 -2.508 -2.518 -2.528

관측치 26 24 25 24 23

주: ***:   , **:   , *:   , †:   

<표 Ⅲ-4> 추정방정식 잔차 ADF(상수항, 시차 1) 테스트 결과

라. 손해액과 보험료 조정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의 시장 경직성은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충격에 대해 단위보험가격이 새로운 균형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경

직성이 크다는 것은 시기적 지연일 수도 있지만, 조정 크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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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에 대한 추정치 가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은 전기의 

손해액 변동에 대한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교차 상관계수(Cross-correlation coefficient)를 추정하여 전년 대비 손해액 증

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선형관계를 비교한다. 앞에서 제시한 추정 결과에서 두 변수

의 선형관계를 추론하지 못하는 이유는 Tennyson(1993) 모형의 파라미터들이 실증분석 

추정치들로부터 식별(Identification)되기 어렵기 때문이다.26) 교차 상관계수는   기

의 시계열 변수(손해액 증가율   )와 기의 시계열 변수(단위보험가격 증감   )의 

상관계수, 즉 선형관계를 측정하는데, 선행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나타낸다(<표 Ⅲ-5> 참

조). 통상적인 상관계수 추정치와 유사하게 1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1(혹은 –1)에 가까울

수록 시점 간 선형관계가 강하다. 

보험료 규제 완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두 개로 설정하였다. 먼저 모형 추정

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간 1,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일의 

보험료 규제 완화를 고려한 2003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간 2로 하였다. 규제 완화를 고

려한 기간 2에서는 표본이 줄어들지만 방향성 비교에 초점을 두었다. 교차 상관계수 추정

치는 다음의 <표 Ⅲ-5>에 제시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의 손해액 증가와 단위보험가격 증감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방

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현재 손해액 증가에 대해 현재 단위보험가격은 줄어드는 선형관계

를 보여주는데, 영국은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어 단위보

험가격도 증가할 수 있다.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모두 손해액과 단위보험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03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선형관계는 더 강해진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3에서, 영국은  4, 미국은  5에서 상

관계수가 양에서 음의 값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단위보험가격 하락

(혹은 선형관계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 2년 전 손해액 증가가 현재 

단위보험가격 증가와 양의 선형관계를 갖지만, 영국은 현재부터 3년 전까지 손해액 증가, 

미국은 2~4년 전까지,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 손해액 증가가 현재 단위보험 증가와 정

의 관계를 갖는다. 독일은 2~5년 전까지 손해액 증가가( 2부터 5까지) 단위보험가격 

26) Berry-Stolze and Born(2012)은 독일의 규제 완화 전후 손해액 증감이 단위보험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는데, 규제 완화 이후 과거 손해액이 단위보험가격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49

증가와 정의 선형관계를 갖는다. 즉, 우리나라는 2년 전 손해액 변동이 현재 단위보험가

격에 반영되는데,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짧다.

분석기간
손해액 
증가율 
시차()

    

우리나라 영국 독일 미국 일본

1992~
2018년

0 -0.5165 0.0586 -0.1530 -0.6503 -0.5279

1 0.4279 0.1086 -0.0849 -0.0670 -0.1998

2 0.3913 0.0439 0.0087 0.3318 0.3022

3 -0.0299 0.1391 0.1252 0.3981 0.2900

4 0.3114 -0.0852 0.3094 0.2014 0.0558

5 0.2137 0.2066 0.2813 -0.0267 0.0470

규제 완화 
(2003~
2018년)

0 -0.7683 0.1109 -0.6766 -0.6543 -0.7355

1 0.4508 0.0822 0.4802 -0.0747 -0.3991

2 0.2960 0.0239 0.0714 0.3670 0.0702

3 -0.4220 0.1226 0.2055 0.3203 0.1979

4 -0.2151 -0.1856 0.3037 0.1121 0.2040

5 0.3409 0.3176 0.1049 0.0316 0.3113

<표 Ⅲ-5>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

 

2003년 이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전체 기간 분석 결과와 유사하고 독일은 1~5년 

전, 미국과 일본은 2~5년 전 손해액 증가율이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증감과 정의 선형관계

를 갖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3, 4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손해액 증

가로 인한 보험료 조정은 최대 2년에서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손해액 증가가 단

위보험가격에 반영되는 시차의 차이는 각 국가의 보험료 조정 관행(혹은 규제)의 차이 때

문으로 보인다. 

교차 상관계수는 자동차 등록대수, 소득 등 단위보험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통제되

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되어 요율 조정에 대한 손해액 변동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두 변수 사이의 방향, 선형관계를 추론하기에는 유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