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자동차 보험

1.보유 자동차 황

가.조사 목

○ 자동차 보유율 보유 용도,보유 차종,색상 등 운 자 보유 차량

의 황을 악하여,향후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함.

나.조사 결과 시사

○ 가구 기 자동차(승용․승합차 SUV포함)보유율은 79.2%로,10가

구 약 8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 자동차 보유율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83.2%)에서,연령별로는 30

(81.6%)와 40 (83.3%)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2.0%), 자 업

(82.3%),주부(85.4%)에서,무주택자보다 주택소유자(84.3%)와 고소득층

(91.2%)에서 높고,가족과 자녀가 많을수록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특징

을 보임.

없다
20.8%

있다
79.2%

<그림 Ⅴ-1>자동차 보유율

(N=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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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39.6%

예
60.4%

<그림 Ⅴ-2>자동차 운 리 여부

(N=950)

○ 소유 차종으로는 배기량 2000cc이상 3000cc미만의 차량이 39.5%로 가

장 많고, 1500cc이상 2000cc미만이 33.1%로, 형과 형 차량이

체 2/3이상을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cc이상의 차량은 남성(49.6%),특히 기혼 남성(53.3%),40 이상,

가족 자녀가 많은 가구,그리고 주택 소유자,고소득층에서 보유율

이 높은 반면,2000cc이하 차량 보유율은 여성,미혼,20 의 은층,

무주택자와 소득층에서 높아,성별,결혼여부별,연령,소득수 에 따

라 차량 종류에 차이를 보임.

4.2

39.5

33.1

15.3

7.8

1000㏄ 미만 10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3000㏄ 미만

3000㏄ 이상

<그림 Ⅴ-3>자동차 종류(배기량)

(N=57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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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색상으로는 은색(34.7%),흰색(27.4%) 검정색(18.6%)3가지 색

상이 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은색 차량은 기혼자(35.9%),40 (36.0%)와 50 이상(39.4%), 소득

층(38.5%)에서 많고,흰색 차량은 여성(33.3%),미혼자(36.0%),20

(38.8%)와 30 (32.1%)의 은층, 소득(33.8%),무주택자(37.6%)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됨.

-검정색 차량은 남성(20.2%),특히 기혼 남성(21.6%)과 화이트칼라

(20.4%),고소득층(24.0%)에서 상 으로 높아,계층에 따라 차량 색

상의 선호도 차이를 보임.

1.2 0.9

34.7

27.4

18.6

6.1 5.9
3.7

1.6

은색 흰색 검정색 파란색 크림색 빨강색 초록색 갈색 기타

<그림 Ⅴ-4>자동차 색상

(N=574/단 :%)

다.자동차 보유율

□ 자동차 보유율 :성․결혼 여부별

○ 결혼 여부에 따라 자동차 보유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기혼자의

자동차 보유율은 83.2%로 미혼자(65.2%) 비 18%p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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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유율

결혼 여부
기혼 83.2

미혼 65.2

<표 Ⅴ-1> 자동차 보유율 :성․결혼 여부별

(단 :%)

□ 자동차 보유율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에 따른 자동차 보유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도시 소도시 군지역

보유율 77.1 80.9 81.4

<표 Ⅴ-2>자동차 보유율 :거주 지역별

(단 :%)

□ 자동차 보유율 :가족 구성원별

○ 가족 구성에 따른 자동차 보유율을 살펴본 결과,가족 수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동차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가족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자동

차 보유율은 85%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반면,2인 이하 가족의 자동차 보유율은 54.9%,자녀가 없는 경우의

자동차 보유율은 67.3%로 낮은 보유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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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유율

가족 수

2명 이하 54.9

3~4명 83.0

5명 이상 87.1

자녀 수

없음 67.3

1명 78.4

2명 85.3

3명 이상 85.9

<표 Ⅴ-3>자동차 보유율 :가족 구성원별

(단 :%)

라.자동차 종류(배기량)

□ 자동차 종류 :성․결혼 여부별

○ 2000cc이상 차량 보유율은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상 으

로 높았으며,1000cc이상 2000cc미만 차량 보유율은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높음.

구 분 1000㏄미만
10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결혼
여부

기혼 8.4 13.5 32.2 41.2 4.7

미혼 4.7 25.6 38.4 30.2 1.2

<표 Ⅴ-4> 자동차 종류 :성․결혼 여부별

(단 :%)

□ 자동차 종류 :거주 지역별

○ 지역별로 자동차 종류별 보유율을 살펴보면,2000cc이상 차량은 소

도시(46.6%)에서 특히 많고,1500cc이상 2000cc미만 차량은 군지역

(43.6%)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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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0㏄미만
10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도시 7.1 14.6 36.4 37.9 4.0

소도시 9.0 16.5 27.8 42.5 4.1

군지역 5.5 12.7 43.6 32.7 5.5

<표 Ⅴ-5>자동차 종류 :거주 지역별

(단 :%)

□ 자동차 종류 :가족 구성원별

○ 가족 구성원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 보유율을 살펴본 결과,가족과 자

녀가 많을수록 배기량이 높은 큰 차종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가족 수가 5인 이상인 가구와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반

이상이 2000cc이상의 ․ 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1000㏄미만
10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가족

수

2명 이하 8.5 26.8 29.6 32.4 2.8

3~4명 8.0 13.3 35.6 39.1 4.0

5명 이상 6.6 15.8 22.4 48.7 6.6

자녀

수

없음 6.1 20.9 37.4 33.9 1.7

1명 14.6 16.9 37.1 30.3 1.1

2명 7.0 13.3 32.0 42.4 5.4

3명 이상 5.6 13.0 24.1 50.0 7.4

<표 Ⅴ-6>자동차 종류 :가족 구성원별

(단 :%)

2.운 자의 사고 경험 분석

가.조사 목

○ 최근 1년간 사고 횟수 조사를 통해 운 자의 특성에 따른 사고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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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2.7%없다

87.3%

<그림 Ⅴ-5>최근 1년간 사고 경험률

(N=574/단 :%)

87.3

11.1
1.0 0.5

없다 1회 2회 3회

<그림 Ⅴ-6>최근 1년간 사고 횟수

(N=574/단 :%)

을 분석하고 차후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함.

○ 사고의 크기에 상 없이 모든 사고를 포함하고,사고 종류에도 보험으

로 처리한 사고,자기 돈으로 처리한 사고,경찰에 신고한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함.

○ 사고 횟수는 1회 사고 시 차량이 손된 사고,사람이 다친 사고 등

여러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 더라도 1회로 기록함.

나.조사 결과 시사

○ 최근 1년간 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체 12.7%로,1회가 11.1%,2회

1.0%,3회 0.5%이고 평균 사고 횟수는 1년에 0.15회로 조사됨.

○ 평균 사고 경험 횟수는 미혼 남성(0.19회)과 기혼 여성(0.18회),주부

(0.22회), 소도시(0.2회),20 (0.18회)와 50 이상(0.18회)의 연령 에

서 높음.

○ 지난 1년간 주행거리에 따른 운 자의 사고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실

제 주행 거리가 많을수록 사고 경험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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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험 여부
주행 거리

사고 경험 없다 사고 경험 있다

1만Km 미만 91.9 8.1

1만~2만km 미만 87.1 12.9

2만km 이상 83.0 17.0

<표 Ⅴ-7>최근 1년간 사고 경험률 :주행거리별

(단 :%)

○ 한 운 경력에 따른 운 자의 사고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실제 운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 경험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사고 경험 여부
운 경력 사고 경험 없다 사고 경험 있다

5년 이하 82.4 17.6

6~10년 이하 86.7 13.3

11~20년 이하 88.7 11.3

21년 이상 89.0 11.0

<표 Ⅴ-8>최근 1년간 사고 경험률 :운 경력별

(단 :%)

다.세부분석

□ 운 자의 사고 경험 :성․결혼 여부별

○ 지난 1년간 사고 횟수로 남성은 0.13회,여성은 0.18회로 여성의 사고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기혼(0.14회) 비 미혼(0.19회)의 사고 경험이 높은 가운데,미혼

남성(0.19회)과 기혼 여성(0.18회)의 사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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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평균(회)

성별
남성 88.4 10.1 1.0 0.5 0.13

여성 84.3 13.8 1.3 0.6 0.18

결혼
여부

기혼 87.9 10.7 0.8 0.6 0.14

미혼 83.7 14.0 2.3 0.0 0.19

결혼
여부

성별

기혼 남성 89.5 9.4 0.6 0.6 0.12

미혼 남성 83.6 13.7 2.7 0.0 0.19

기혼 여성 84.2 13.7 1.4 0.7 0.18

미혼 여성 84.6 15.4 0.0 0.0 0.15

<표 Ⅴ-9>운 자의 사고 경험 :성․결혼 여부별

(단 :%)

□ 운 자의 사고 경험 :거주 지역별

○ 지역별 사고 횟수를 분석한 결과,군지역(0.05회)에서 사고 횟수가 가장

고, 소도시(0.20회)에서 사고가 상 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평균(회)

도시 90.5 7.5 2.0 0.0 0.11

소도시 82.7 15.8 0.4 1.1 0.20

군지역 94.5 5.5 0.0 0.0 0.05

<표 Ⅴ-10>운 자의 사고 경험 :거주 지역별

(단 :%)

□ 운 자의 사고 경험 :연령별

○ 연령별로는 20 와 50 이상의 장년층의 사고 횟수가 0.18회로 상

으로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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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평균(회)

20 83.7 14.3 2.0 0.0 0.18

30 89.3 9.3 1.4 0.0 0.12

40 88.4 11.0 0.6 0.0 0.12

50 이상 86.0 11.8 0.9 1.4 0.18

<표 Ⅴ-11>운 자의 사고 경험 :연령별

(단 :%)

□ 운 자의 사고 경험 :직업별

○ 직업별로는 주부의 사고 횟수가 평균 0.2회를 상회하는 수 으로 높은

편임.

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평균(회)

화이트칼라 88.3 9.9 1.9 0.0 0.14

블루칼라 88.7 10.3 0.0 1.0 0.13

자 업 87.3 11.2 0.8 0.8 0.15

농/림/수산업 90.9 9.1 0.0 0.0 0.09

주부 80.4 17.4 2.2 0.0 0.22

무직/기타 85.7 14.3 0.0 0.0 0.14

<표 Ⅴ-12>운 자의 사고 경험 :직업별

(단 :%)

□ 운 자의 사고 경험 :차량 색상별

○ 차량 색상별로는 은색(0.20회)과 검정색(0.19회)의 사고 횟수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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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평균(회)

흰색 92.4 5.7 1.9 0.0 0.10

크림색 94.1 5.9 0.0 0.0 0.06

은색 83.4 14.6 1.0 1.0 0.20

검정색 84.1 14.0 0.9 0.9 0.19

빨강색 76.2 23.8 0.0 0.0 0.24

란색 94.3 5.7 0.0 0.0 0.06

갈색 85.7 14.3 0.0 0.0 0.14

록색 88.9 11.1 0.0 0.0 0.11

기타 100.0 0.0 0.0 0.0 0.00

<표 Ⅴ-13>운 자의 사고 경험 :차량 색상별

(단 :%)

주 :빨강색,갈색, 록색,기타는 표본이 어 통계 의미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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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보험 가입 실태

가.조사 목

○ 과거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경험 변경 이유를 악하여 향후 자동차

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나.조사 결과 시사

○ 연간 자동차 보험료 수 은 41~70만원이 56.9%로 가장 많았고,40만원

이하가 23.1%,71만원 이상이 19.7%로,평균 59.6만원을 보험료로 지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3

19.7

56.9

23.1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그림 Ⅴ-7>연간 자동차 보험료

(N=950/단 :%)

○ 재 자동차 보유 가구(N=950)의 약 40%가 다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재 자동차 보험회사로 변경했으며,변경자의 부분이 형 보험회

사에 가입했었던 것으로 조사됨.

○ 소형사 직 사 비 형사에서의 이탈이 많으나,최근 1년 내

자동차보험 형사 가입률이 약 70%라는 을 감안할 때, 형사 내

고객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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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69.9%

중소형
사

20.3%

직판사
9.8%

<그림 Ⅴ-8>1년 내 가입 자동차 보험회사

(N=561/단 :%) 

없다
59.6%

대형사
32.0%

중소형

사
6.2%

직판사
2.2%

<그림 Ⅴ-9>이 가입 자동차 보험회사

(N=950/단 :%) 

○ 한편,자동차 보험회사의 변경 이유로는 렴한 보험료(39.3%)와 아는

사람 권유(34.6%)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서비스 보상, 고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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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자동차 보험회사 변경 이유(1순 기 )

(N=38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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