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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世界保險市場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1993년 전세계에 걸쳐 보험료는 대략 1조 8천억달러로 이는 전세계적으로

國內總生産 (GDP )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1984년의 4%와 비교할 만한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각 회원국의 손해보험소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v ariation )과 연관된 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최근 수집된 OECD 데이

터는 種目別 보험료를 통하여 분석된 것이다. 본 연구는 自動車保險과

一般賠償責任保險이라는 두 가지 종목의 보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데이터

는 22개국의 1987년부터 1993년에 걸친 7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時計列資料와 橫斷面資料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방법(pan el

dat a t echniqu es )을 사용하였다.

損害保險消費에 관한 이전의 연구는 손해보험전종목에 걸쳐 수집된 자료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험의 국제소비에서 나타나는 차이

점 (v ariat ion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保險種目別資料 (disag greg ated dat a )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분석을 통해 다양한 경제

적, 인구통계학적 상황에 의해 보험의 구매는 그 종목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所得과 自動車保險의 消費間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 (+)의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외국

보험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자동차보험구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負

(- )의 相關關係가 있음이 밝혀졌다. 所得과 高等敎育就學率은 배상책임보

험 (gen eral liability in suran ce) 구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의 상관 관

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損害保 險消費의 國際比 較

지난 50년간 기술진보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촉진시켜

왔다.1) 국내 경제는 1991년 32%에 달한 世界貿易依存度(Hum an

Dev elopm ent Report , 199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점차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다.2) 1993년 세계의 총수출 및 수입은 각각 약 3조 6천 8백억달러, 3조

8천 5백억달러에 달했다 (In tern at ional M onet ary F un d, 1994).3) 1950년 이

후 국제무역의 연평균성장율은 대략 135%정도였다.

세계의 국민총생산 (GNP )도 동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세계

의 1인당 GNP는 1970년에 810달러이었던 것에 비해 1991년에는 4,010달러

에 달했다 (W orld T able 1993). 서비스 분야도 성장을 거듭하여 1960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 (GDP )의 50.4%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1991년에는 63.4%

를 차지하게 되었다 (United N at ion s Conferen ce on T rade and

1. 역사적으로 산업 혹은 상업의 국제화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이루

어졌다: (1) 국제무역, (2) 다국적 영업, (3) 세계화(국내외 사업과 전략적 사업을

통합하여 이를 세계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부문을 갖춘 전세계적인 구조로 개편

함으로써 달성).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보험의 국제화는 다음과 같은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점점 많은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지점, 협력 또는 합작투자

를 통하여 국제적인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 (2)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여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타지역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점차 국

제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Insurance Accounting & Systems

Association, Inc., 1991).
2. 무역의존도란 GDP에서의 백분율로 나타낸 수출과 수입의 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수출의 수치는 F .O.B(free on board, 바이어가 화물운송비용을 지불하고 운수업

자는 바이어의 대리인이므로 화물이 운수업자에게 양도될 때 화물의 소유권도

이전되는 본선인도가격을 말함)를 근거로 한다. 수입의 수치는 F .A.S (free

alongside ship, 화물이 수송선측에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될 때 화물에 대

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선적 중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는 보

통 바이어가 책임지게 된다) 또는 C.I.F (cost , insurance, freight , 보통 선적시

화물이 운수업자에게 인도될 때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바로 이 때 운수업

자는 보험증권과 소유권증서를 받게 된다)를 근거로 한다: Williams , Smith ,

and Young (1995).



Dev elopm ent , 1993). 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보험산업은 1950년 이후로 연간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

장률은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표 1> 에서는 최근 몇 년간 세계의 보험업은 더욱 더 급속도로 성장하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84년에서 1993년까지 연평균 26%의 성장률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 w is s Rein suran ce Company , 1986 & 1995). 통계

에 따르면 동기간 損害保險業은 연간 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生命

保險은 연간 3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세계의

보험료 규모는 대략 1조 8천억불로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 (GDP )의 약 8%

를 차지하는 것으로 1984년의 4%와 비교가 된다 (In tern at ional Bank for

Recon struction an d Dev elopm ent / T h e W orld Bank , 1995). 이와 같은 통

계를 통해 보험업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984년과 1993년의 세계 보험료 규모

(단위: 백만달러)

연도 손해보험(시장점유율) 생명보험(시장점유율) 합계(100% )

1984 281,500(57% ) 216.500(43% ) 498,000

1993 792,087 (44% ) 1,010,490(56% ) 1,802,731

자료: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1986년 4월, 1995년 5월

1993년 OECD4) 회원국은 대략 세계 손해보험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4.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서명되어 1961년 9월에 효력이 발생된 협약의 제1

조에 따라 OECD는 다음과 같이 계획된 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1) 재무

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회원국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성장

및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달성하여 이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

하는 것, (2)회원국 뿐 아니라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신

장에 기여하는 것, (3)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다변적이면서 무차별인 근거에 의



있었다(S w is s Rein suran ce Company , 1995). 회원국들의 시장점유율은

1988년에서 1993년 사이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 표 2> 는 1993년의 보험

료의 규모, 세계시장점유율, 保險密度 및 保險浸透度의 측면에서 OECD 회

원국의 손해보험사업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 규모는 보고된 국가의 손해보험 총보험료를 나타내며 이는 각국

의 경제에서 保險産業의 重要度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된다. 한 국가의

世界市場占有率은 세계의 총보험료에 대한 그 국가의 보험료의 비율이다.

保險密度는 총원수보험료를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이는 주어진 국

가에서 일인당 평균보험소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保險浸透度는 GDP에 대

한 총원수보험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자국의 경제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미국은 1993년 보험료 규모에 있어서 세계시장점유율의 41.52%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일본으로 14.74% , 독일은 8.86%로 3위를 차지하였

다. 보험료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10개국은 모두 OECD 회원국이다. 이 국

가들은 세계전체 손해보험보험료 규모의 약 8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이 1,276.8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고 스

위스가 1,249.7달러로 2위, 룩셈부르크가 1,113.2달러로 3위를 차지하였다.

역시 1993년 보험침투도에 있어서도 5.18로 미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에서 1위를 하였고 룩셈부르크는 4.21, 영국은 4.18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

였다. 이러한 수치는 이 국가들의 손해보험산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

가경제에 있어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하며 세계무역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

OECD 본래의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

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다음의 국가들은 괄호 안에 제시된 일자

에 승낙에 따라 회원국이 되었다: 일본(1964년 4월 28일), 핀란드(1969년 1월 28

일), 호주(1971년 6월 7일), 뉴질랜드(1973년 5월 29일), 멕시코(1994년 5월 18일).

EC의 위원회는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OECD 협약 제13조).



< 표 2> 1993년 OECD 회원국의 손해보험사업

회 원 국
보험료

(US $ )*

세계시장

점유율(%)
세계

순위

보험

밀도* * *

보험

침투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9,786
6,552
7,037

19,096
3,458
1,914

37,306
70,177

741
187

1,784
22,311

116,807
423

3,830
12,902

1,703
3,367
2,246

14,072
4,593
8,673
1,307

39,570
328,892

1.24
0.83
0.89
2.41
0.44
0.24
4.76
8.86
0.09
0.02
0.23
2.82

14.74
0.05
0.48
1.63
0.21
0.43
0.28
1.78
0.58
1.09
0.17
4.99

41.52

10
14
13
7

20
26

5
3

40
61
27

6
2

49
17
9

28
21
25

8
16
11
33

4
1

554.1
820.0
700.2
664.2
666.3
376.7
653.9
864.4

71.6
719.5
501.1
390.9
937.9

1,113.2
42.0

843.3
492.1
781.3
227.8
359.5
524.9

1,249.7
21.7

683.2
1,276.8

3.47
3.60
3.34
3.46
2.57
2.28
3.01
4.07
1.01
3.08
3.74
2.25
2.70
4.21
1.06
4.18
3.90
3.26
3.00
2.94
2.48
3.74
1.11
4.19
5.18

합 계 715,302 90.29 819.0* * 3.82* *

자료: S w iss Rein surance Com pany , Sigm a, n o.5/ 95, 1995

* 보험료의 단위는 100만 US $

** 이 수치는 평균 을 나타냄

*** 보험밀도의 단위는 US $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미국은 보험료 규모 및 보험밀도

(in surance den sity ), 보험침투도 (in suran ce pen etr ation )에서 다른 OECD

회원국을 압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국가들에 걸쳐 나타나는 損害保險消費에 있어서

의 差異點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분석은 손해보험에 대한 國際需要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전

의 연구와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保險種目別資料 (disag greg at ed in surance dat a )를 사용하였다. 모든 손해보

험 종목 전체에 대한 보험구매통계자료를 사용하였던 이전의 연구와는 달

리 본 연구의 분석은 특정 보험종목에 대한 것이다. 특히 우리는 주로 가

계에서 구입하는 自動車保險과 기업이 구입하는 賠償責任保險에 초점을 맞

추었다. 우리는 보험종목별자료 (disaggregat ed dat a )로 인하여 소득, 인구의

평균교육수준과 같은 국가의 특정 요인이 가계와 기업의 보험구매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행한 이전의 연

구는 알려진 것이 없다.

두번째로 통계자료가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더 최근

의 것이며 보다 대표성이 있는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統計資料는

1987년에서 1993년에 걸친 것이다. 자료의 횡단면적, 시계열적 특성으로 인

하여 패널데이타분석(pan el dat a an aly sis )이 가능하다. 패널데이타 분석방

법 (pan el dat a m ethods )은 動態的 分析 (int er t em poral dynam ics )과 분석대

상 (여기서는 국가)의 個別的 特性(in div idu ality )에 대한 정보를 이용함으로

써 효율적인 經濟的 推定値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자료는 OECD 회원국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 OE CD 회원국은 분석대상기간 중에 세계

손해보험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2 . 損害保險의 消費 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期待效用理論 (expect ed ut ility paradigm )을 근거로 하는 保險需要理論

(예: 1968년 M ossin의 논문, 1985년 S zpiro의 논문)에서는 개개인의 보험구

매는 여러가지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한다. 여기에

는 개인의 소득, 보험의 가격, 개인의 危險回避程度, 損害發生의 可能性 등

이 포함된다. 경제학자들은 광범위한 사업지역에 의한 보험수요를 전형적

으로 利益極大化와 일치하면서도 效用極大化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 (예: 1990년 M ay er와 Sm ith의 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들은

이러한 일련의 요인들을 - 소득, 보험의 가격, 위험회피 및 손해의 발생가

능성 - 사업체의 보험소비에 있어서 중요요인들이라고 가정한다.

(1 ) 所得

所得水準은 일국에 있어서 正 (+)의 效果를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Been st ock , Dickin son , Kh afuria의 1988년 논문에서는 소득과 손해보험소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utr eville (1990, 1992)은

손해보험소비와 일국에 있어서 경제발전과의 정 (+)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1인당 GNP를 척도로

한다.

(2 ) 保險價格

본 연구에서는 보험가격의 두 가지 대리변수로 인플레이션율과 貿易障壁

을 사용하였다.



a ) 인플레 이션율

인플레이션 수준이 보험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기에 앞서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는 보험료

를 보유하며 이를 투자하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財政的인 機會費

用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Babbel(1981)의 실증연

구에서는 인플레이션 기간에 單純指標 生命保險 (ev en index ed life

in suran ce)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abbel과

St aking (1983)은 이자율의 상승은 해약환급금이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실제

비용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플레이션은 손해보험의

소비에는 생명보험만큼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부분 재산상의 손해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실제 현금가격

또는 대체비용으로 보상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손해보

험상품들이 단기계약이어서 생명보험상품만큼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수준은 여전히 손해보험소비에

부 (- )의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손해보험계약에는 補償限度 (policy

lim it s )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기간에는 계약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척도로 消費者物價指數(CPI)

를 사용하였다.

b ) 貿易 障壁

Skipper (1987)는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보험산업과 소비자들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貿易障壁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Kim (1992)은 경쟁력이 있는 외국회사를 시장으로부터 배제시킴에 따라 국



내시장에서는 상품의 질은 더 낮아지면서 가격은 더 높아지는 전형적인 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保護措置로 인하여 경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貿易障壁의 範圍와 損害保險消費는 負 (- )의 相關關係를 보일 것

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장벽의 대리변수로 각국의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차지하는 市場占有率을

사용하였다. 현지국에서 외국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보호조치는 그

만큼 미약하며 따라서 보험소비는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러한 척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한가지 결점은 한 국가가

내부적으로 매우 경쟁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외국회사는 그 시

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회사의 시장점

유율이 낮을수록 현지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내

며 이것이 더 많은 보험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우세한 경우 代理變數는 손해보험의 소비와 負 (- )의 상관관계를 갖

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3 ) 危險回避

危險回避의 水準은 한 국가의 보험소비와 正 (+)의 相關關係에 있다고 가

정한다. Pr at t (1964)과 S zpiro(1985)는 이론상으로 개인의 위험회피정도가

강할수록 부보금액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 chlesing er (1981)

는 最適의 保險決定은 피보험자의 위험회피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음

을 증명하였다. 그는 다양한 가정 하에서 損害發生可能性이 높을수록, 危險

回避의 程度가 높을수록, 초기의 부의 수준이 낮은 개인일수록 보험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유권이 집중된 회사와 合名會社 (closely - h eld firm s an d partn er ships )

의 경우 소유주의 위험회피정도가 회사의 보험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 ay er s와 Sm ith (1990)는 개인이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所有權이 集中된 회사가 소유권이 덜 집중적인 회사

에 비해 보다 많은 보험을 구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Arrow (1974)에 의하

면 이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집중된 회사의 소유주는 자사가 전

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競爭優位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만 전분

적으로 위험을 보유하게끔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M ay er s와 Sm ith (1990)는 기업이 위험회피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

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企業의 保險購買는 그

것이 企業의 利益極大化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주장

한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이해관계자 (stak eholder s )인 대출업자,

고객, 종업원, 공급자에 의한 效用極大化와 기업의 利益極大化라는 목표는

기업의 보험구매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출업자의 경우 기

업이 자신에게서 빌린 貸金償還能力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험

을 가입하였다면 좀 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려 할 것이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借入費用의

增加보다 보험구입비용이 작으면 보험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의 채권자와 주주의 위험회피도는 기업보험구매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敎育水準을 危險回避의 代理變數로 사용한다.

이는 UNES CO가 20세에서 24세까지의 총인구수에 대한 高等敎育機關

(third - lev el education al in st itu tion s )에 취학한 人口總數의 比率이라고 정

의를 내린 고등교육취학율로 측정한다. 고등교육은 대학, 교사교육기관, 공

업학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Brow ne와 Kim (1993)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회피의 정

도가 심하고 保險의 必要性에 대한 자각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utreville과 S zpiro는 위험회피정도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는 負(- )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

회피정도는 약화되고 이에 따라 숙련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

수록 위험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많게 된다고 주장한다.

(4 ) 損害發生 可能性

損害發生可能性은 한 국가의 保險消費에 正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M ossin (1968)은 개인이 전액부보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最大

保險料는 손해발생확률과 발생손해액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Sm ith (1968)는 最適損害保險의 購入額은 손해발생가능성에 좌우된다고 주

장한다. S chlesing er (1981)는 손해발생가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보험을 더

구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Barro (1993)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조직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의 경우도 효용 또

는 이익극대화에 대한 결정을 부분적으로 개인소비자의 결정과 동일한 經

濟的 要因 (가격, 손해발생확률,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근거하여 내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손해발생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人口密度와 都市化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구밀도가 더 높은 지역일수록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할 잠재력이 더 크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

당하다. Lee (1992)는 인구밀도가 일인당 訴訟件數와 正 (+)의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상 인구밀도는 한 국가의 1㎢

당 人數로 정의된다.

손해발생가능성을 위해 사용된 두번째 代理變數는 都市化이다.

Dazon (1986a , b )은 의료사고관련 소송의 분석을 위해 도시화를 사용하여

이것이 손해배상청구의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가



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를 한 국가의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3 . 實 證 分 析

위에서 논의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fix ed

effect s m odel)이 추정되었다.

Y i t = α i + β 1 IN COME i t + β 2 L OG( INF L A TI ON RA TE ) i t

+ β 3 L OG(MA RK E T SHA R E OF F OR E IGN IN S UR E R S ) i t

+ β 4 (ENR OL L ME N T RA TI O OF THIRD L E VE L ED UCA TI ON ) i t

+ β 5 L OG(P OP UL A TI ON DEN SI T Y ) i t + β 6 L OG( UR BA NIZA TION ) i t

+ ε i t

여기에서 i는 국가 , i = 1, . . . , 22

t는시간 t = 1, . . . , 7

Y i , t = i국가의 t시점에서의 보험밀도

α i = 국가특유의 절편항

β 1 , . . . . , β 6 = 기울기 추정치

ε i t = 오차항

위의 모형은 자동차보험 (m otor v eh ecle in suran ce)과 배상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in suran ce)에 대하여 각각 추정되었다. 각 변수들에 대한

통계치는 < 표3> 과 같으며 推定結果는 < 표4> 에 나타나 있다. 從屬變數는

각각 自動車保險과 賠償責任保險의 保險密度이다.



< 표 3> 변수의 기술통계분석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보험밀도2

보험밀도3

소득 (U S $ )

인플레이션율 (% )

외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

고등교육 취학율 (% )

손해발생확률:

인구밀도(인구수/ km 2)

도시화율(% )

208.33

40.95

19,027

5.21

7.91

40.27

110.64

73.94

101.95

34.17

7,293

4.28

9.46

18.39

108.16

14.75

23.55

0.45

3,630

0.10

0.00

17.50

2.10

32.20

542.30

126.53

38,250

25.80

37.88

98.80

370.20

96.80

주: 1. 25개 OECD회원국 중 독일과 터키는 자료의 신빙성 결여로, 멕

시코는 자료의 미비로 제외되었음.

2. 자동차보험의 보험밀도

3.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밀도

<표 4> 추정결과

변수 자동차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소득

LOG (인플레이션율)

LOG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LOG (고등교육취학율)

LOG (인구밀도)

LOG (도시화율)

0.008
(0.001)

12.63
(0.285)

- 44.4
(0.034)

41.70
(0.416)

- 124.2
(0.657)

- 326.8
(0.660)

0.001
(0.013)

4.916
(0.061)

6.492
(0.127)

19.77
(0.043)

3.078
(0.541)

1.217
(0.968)

주 : 괄호안은 p값



자동차보험에 대한 추정결과 F값은 45.15 (p값은 0.0001), R 2는 57.5%로

나타났으며,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추정결과 F값은 103.32(p값은 0.0001),

R 2는 39.5%로 나타났다. 標本回歸誤差項을 표본회귀선의 값과 대응시켜

산포도를 그려본 결과 두 모형에서 모두 심각한 異分散 (h et eroscada st icity )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모형에 대해 N orm al Probability Plot s

와 Ander son - Darlin g Norm ality T est s를 수행한 결과 각 모형의 誤差項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었다.5)

한편, 두 모형에 대한 自己相關 (autocorr elat ion )현상의 존재여부를 검정

한 결과 자기상관현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나타난 종속변수인 보험밀도와 6개의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1 ) 所得 ( 1인당 GN P , 단위 :U S $ )

<표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밀도와 독립변수인 소득은 서로 정 (+)

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두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保險消費와 正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 인플레이 션율 (消費 者物價指數 )

인플레이션율은 두 모형에서 모두 보험밀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율은 생명보험의

구입과 부 (-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인플레이션율이 自動車保

5. 이들 산포도의 사본은 저자에게 요청시 입수가능함.



險과 一般賠償責任保險의 구입과 통계적으로 有意한 相關關係를 보이지 못

한 것은 것은 이들 보험이 단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3 ) 外國保險 會社의 市場占有 率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변수와 자동차보험밀도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競爭經濟理論

(compet it iv e econom ic theory )과 Kim의 대외시장개방에 대한 주장 (open

m arket argum ent )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가능한 설명은 일국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심할 경우 그

러한 시장은 외국보험회사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역으로 많은 保險消費를 유발할 수 있게 된

다.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변수와 배상책임보험밀도는 서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 危險回避 (高等敎育 就學率 )

본 연구에서 위험회피의 척도로서 사용된 고등교육취학율 (the th ird -

lev el enrollm ent percent age)은 自動車保險密度와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row ne an d Kim (1993)의 생명

보험소비에 관한 연구결과와 위험회피가 개인이 보험을 구입하는 주된 이

유 중의 하나라는 경제이론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이다. 아

마도 교육이 危險回避의 代理變數 (prox y )로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교

육이 위험회피와 정 (+)의 관계가 있다는 Brow ne and Kim (1993)의 가설과

는 반대로 Outreville an d S zpiro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회피정도가



약하며 반대로 전문직이나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위험선호적이라고

주장했다. 敎育이 危險回避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험회피의 대리변수는 가설

대로 보험밀도와 정(+)의 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는 敎育變數가 保險消費와

통계적으로 有意的인 相關關係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국민의 교육수준은 위험회피의 대리변수임을 의미하지만, 또한 해당 국가

에서 제기되는 訴訟件數와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일수 있

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수준은 일반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대

리변수가 될 수도 있다.

(5 ) 人口密度 (㎢當 人口數 )

保險密度와 人口密度간의 관계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1인당 소송건

수가 많으며, 따라서 賠償責任保險의 消費를 증가시킨다는 우리의 가설에

위배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가지 설명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반

드시 배상책임보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訴訟件數가 증가하는 것은 아

니다라는 것이다. 그 보다는, 일국에서의 국민들의 소송건수는 개인의 行

態, 社會規範, 문화 및 해당 국가의 政治的, 法的 環境에 더욱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6 ) 都市化

都市化와 保險密度간의 關係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은 사용된 통계자료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의 기

준을 모든 대상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나, 都市地域의 條件

과 規模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실증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4 . 結論

세계보험시장은 1950년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본 연구에

서는 각 OECD회원국이 구입하는 손해보험 (property - liability )의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주요 보험구입국가는 미국, 일본

및 서독이다.

이전의 보험소비와 관련한 연구들은 모든 損害保險種目 全體에 대한 통

계자료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험종목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파악하

기가 곤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自動車保險과 賠償責任保險의 消費를 분

석하기 위하여 保險種目別 統計資料를 사용하였다. 자동차보험의 대부분은

가계에서 구입하는 반면에 배상책임보험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구입한다.

본 연구는 보험종목별 통계자료의 사용이 보험의 국제적 소비에 있어서

의 차이점(v ariation s )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

석결과 각각의 보험종목의 구입에 미치는 요인도 서로 다른 다양한 經濟的

이고 人口統計學的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所得은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구입과 모두 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배상책임

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의 구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貿易障壁과 保險價格의 代理變數인 外國保險會社의 市場占有率은 자동

차보험의 소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負 (-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동 변수는 배상책임보험의 소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끝으로, 敎育程度는 배상책임보험의 소비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正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보험

의 소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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