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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kerlof(1970)는 고차시장에서 차량에 한 정보가 불균형일 경우 품질이 낮은 

자동차만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즉, 고차 시장에서는 고차를 사려

는 사람에 비해 는 사람이 차의 성능이나 결함 등에 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고차 구입자는 겉만 멀쩡한 ‘ 몬’(흠이 있는 낡은 차)을 비싼 값에 속아 사는 경

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차를 잘못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

차시장을 찾지 않게 되고, 좋은 차량의 소유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

차시장에 자동차를 내놓지 않게 된다. 결국, 고차시장에 양질의 매물은 사라지고 

질이 낮은 매물들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동일한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난폭하게 운 을 하는 유형의 사람인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운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평균 인 사고 험정도만을 알 뿐이지 

처음부터 특정인의 험정도를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수 의 험

을 가진 사람들을 상 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개개인의 

험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보다는 평균 인 험도를 기 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

정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보험회사의 정책은 험의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보험시

장에서 멀어지게 하고 험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만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결

과를 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선택의 존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해 정

보상의 우 를 가진다는 가정에 기 한 것이다.

  정보비 칭 문제는 1960년  이후 Arrow, Akerlof, Spence, Rothchild & Stiglitz 

등에 의해 시장실패 는 보험의 최 기능 감소원인으로서 종종 지 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에는 이에 한 경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연 보험이나 의료

보험시장에 있어서는 정보비 칭의 존재가 실증 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으나, 자동

차보험시장에서는 그 결과에 하여 일치된 결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각국

별로 자동차보험제도가 상이하고, 그 데이터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을 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사고자료를 기 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선택내역

의 변화와 보험사고내역의 변화를 추 ‧ 리하여 패 자료를 이용한 동태  실증분

석을 가능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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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 인 상이므

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경우에도 정보비 칭으로 인한 역선택이 존재할 것으로 

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요율제도를 의무 으로 운 하고 있으므로 정

보비 칭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에 정보비 칭에 따른 역선택이 존재하는지를 경험요율

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역선택의 경우 

학습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의 검토

  Arrow(1963)의 기념비  논문에서 정보비 칭 문제를 연구의 상으로 끌여들

다는 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후행 연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닦아 주

는 역할을 하 다. 이후 Akerlof는 1970년 ｢ 몬 시장(The Markets for Lemons)｣이

라는 논문에서 정보의 비 칭성 문제와 시장의 계에 한 분석을 공식 으로 시

도했다. 이어서 Spence(1973)는 ‘신호’의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해 정보격차의 해소방

안으로 이른바 시장신호이론(market signaling)을 제기하 으며, Stiglitz(1975)는 보

험시장을 형 인 사례로 들어 Spence(1973)의 시장신호와는 역방향의 상황을 분

석하면서 정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인 ‘시장선별(screening)’

에 주목하 다. 역선택에 한 연구는 Rothschild & Stiglitz(1976)의 논문에 의해  

역선택 하에서 경쟁보험시장은 항상 균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도달한다

면 우량물건들이 후생손실(welfare loss)을 입을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분 이론  분석에만 을 맞추고 있어 보험시장에서의 

정보비 칭에 한 경험  연구를 등한시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

험데이터를 이용한 경험  테스트에 심이 집 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자

동차보험에 있어서는 2000년 에 들어와 다수의 학자들이 정보비 칭의 존재를 입증

하기 하여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비 칭을 입증하는 근거가 연

  의료보험시장에서 일 되게 발견되고 있는 데에 반해, 자동차보험시장에 한 

연구에서는 정보비 칭의 존재에 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uelz & Snow(1994), Cohen(2005)은 자동차보험시장에 정보비 칭이 존재한다

는 것을 실증하 으나, Chiappori & Salanié(2000), Dionne 등(2001), Abb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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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a)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정보비 칭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편, 정보비 칭

에 한 국내의 실증분석연구는 이  김정동(2004)과 하태욱(2005)은 국내 손해보

험사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 역선택이 존재하는지의 여

부에 하여 실증분석을 하 으나, 이 분야에서의 국내연구는 미진하다.

   최근 정보비 칭에 한 세계 인 연구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축 되어 있지 못한 을 

들 수 있겠다.

Ⅲ. 가설 설정  자료의 구축

1. 역선택의 가설 설정

(1) 계약선택-사고발생간 인과 계

  정보비 칭의 경험  연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 의 하나가, 데이터의 

찰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선택과 사고발생 간의 상 계를 알아보는 것이

다. 이러한 방법을 조건부 상 계 근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 계는 정보비

칭을 효과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해 다. 를 들어,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역

선택의 상황 하에서, 험등 은 보험자가 가용정보에 근거하여 정하게 되며,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고확률이 자신이 속한 험등 군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다 보상범 가 넓은 계

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Rothschild & Stiglitz, 1976)

  본 논문에서도 보험담보와 사고발생과의 계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에 

역선택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1) 다만, 그러나 조건부 상 계 근법

은  계약 계에 한 과거 이력의 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

1) Chiappori & Salanié(2000), Abbring 등(2003), Dionne 등(2006)은 다음의 가정 하에서 조건부 상관

관계를 테스트 하였다.

         [는 보험계약자 의 계약선택, 는 사고발생, 는 유한차원의 모수 

벡터, 는  조건부 의 누적분포함수(cdf)이다.]

   이 가설은 일단 보험회사가 가능한 정보()를 모두 동원하여 보험계약자들을 적절히 분류하고 나면, 사

고의 발생이 더 이상 계약선택의 분포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가설 하에서 

사고발생이 계약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다면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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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칭에 따른 모럴 해 드와 역선택의 효과를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2) 즉,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단일시기의 조건부 상 계 근법은 계약선

택과 사고발생 간의 상 계를 테스트할 수는 있으나 인과 계는 테스트할 수 없

으므로, 정보비 칭의 분석을 해서는 동태  측면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정보비

칭에 따른 역선택 분석은 단순한 횡단면자료 분석으로는 곤란하며, 개별 계약자

별로 사고발생의 변화에 따른 계약선택의 변화를 악할 수 있는 패  분석을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횡단면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은 보험계약자 체의 정보가 

합산되어 처리되는 반면, 패  분석은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변화를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을 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사고자료를 추 ‧ 리하여 패 분석이 가능토록 하 다.

  본 논문에서 기본 으로 패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보험사

고를 많이 낸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험이 보험회사가 분류한 험등 군의 평균보

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음 기의 보험계약에서는 넓은 보상범 를 구입하

거나 자기부담 을 낮추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가설1: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기에 높은 클 임 빈도를 기록한 보험계약자는 넓

은 보험담보(낮은 자기부담 /높은 보상범 )를 선택할 것이다.

(2) 경험요율의 반

  가설1에서는 사고발생과 계약선택 간의 인과 계를 통하여 역선택이 존재하는지

를 테스트하고자 하 다. 그러나 가설1에서는 사고발생과 계약선택 모두에 향을 

미치는, 구체 으로는 사고발생-계약선택간 인과 계를 상쇄시킬 것으로 상되는, 

경험요율변수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험요율의 규제 하에서도 사고발생

과 계약선택 간에 인과 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테스트 하고자 한다.

  경험요율제도 하에서 할인･할증률과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첫째, 할인･할증제도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이력을 보험회사에 제

공하고, 동 이력은 보험계약자의 찰불가능한 특성(운 실력 등)을 암묵 으로 반

하게 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정보비 칭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

2) 역선택은 사고경향이 높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구매량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며, 도덕적 위험은 이와는 반

대방향의 인과관계 즉, 보험구매량이 많은 보험계약자는 사고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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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할인･할증률의 상승은 보험료의 인상을 의미하고, 보험료의 인상은 고 험 계약

자의 보험담보를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역선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할인･할증제도의 요한 특징 의 하나는 할인･할증계수가 보험계약자

별로 의무 으로 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Cohen(2005)의 분석 사례와는 달리3) 

보험회사의 변경에 따른 정보상의 우 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

험계약자의 이탈(attrition)은 이러한 할인･할증제도에서 벗어나기 한 방편으로 이

용될 수 없다. 이는 경험  분석에서 매우 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

험요율의 규제 하에서 역선택의 실제 인 존재 여부를 밝 내기 하여 할인･할증

률과 보험료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다음의 가설을 테스트 하고자 한다.

가설2: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험요율제도는 역선택을 감소시킬 것이다.

(3) 보험계약자의 학습

  사고-계약선택간 인과 계 측은 계약자가 자신의 험유형과 련해 보험회사

에 해 정보상의 우 를 가진다는 가정에 기 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단순한 

자기분석에 의해서 자신의 험 유형에 해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정 개

인이 자기 자신에 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운 면허 취득시 에 운 에 한 

자신의 험유형을 정확히 악하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험유형에 해 더 많

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사고발생-계약선택간 인과 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 계의 분석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학습효과를 고려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계약자의 운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는 실제 운 경력

이 되겠으나, 이는 자료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

입경력을 운 경험을 표하는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험가입경력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경력이 

3) Cohen(2005)은 계약선택과 클레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신규가입 운전자들의 경우에만 해

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들 보험계약자들은 과거 클레임 이력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고했을 가능성

이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운전자들의 이력정보가 모든 보험회사 간에 공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상의 우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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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정보비 칭에 따른 역선택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가설3: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보험가입경력이 많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경력이 

은 보험계약자보다 역선택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자료의 구축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역선택 실증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에서 자동

차보험을 하는 14개사 체자료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의 개인

용(일반  러스)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이용하 다.4) 자동차보험 자료의 특성에 

따라 동일 증권연도(t년도)의 자료라 하더라도 계약선택 련 항목은 계약체결시 (t

시 )의 자료이고, 사고내역 련 항목은 계약체결 후 1년 동안(보험기간)의 사고실

에 한 자료로서 (t+1)시 에서 확정된다.

  상자료의 수집 후, 오류자료를 제거하는 과정(data cleaning)을 수행하 다. 먼

, 상 데이터  한 가지의 변수 이상에서 결측치(missing value)가 있는 코드

와 피보험자 연령, 차량연식, 차종 등에서 기록오류가 있는 것으로 단되는 코드

는 통계처리과정에서 제외하 다. 더불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료5)와 

차량을 2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자료6)도 분석 상자료에서 제외하

다. 이러한 처리과정을 거쳐 선별된 데이터를 기 로 보험계약자 20명  1명을 임

의추출한 데이터 1,564,812건을 최종 인 통계처리 상 데이터로 하 다.

  본 논문의 최종 표본은 5년간에 걸친 불완  패 (unbalanced panel)자료이다. 따

라서 매 찰기간마다 특정 찰자에 해당하는 찰치가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

다. 여기서 데이터 이탈(attrition)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

4) 자동차보험제도는 2003년 이후 개인용자동차보험 용도구분 폐지(2004.10),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2005.2), 차종구분 변경(2006.4), 할인･할증제도 개선(2007.1),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2007.4) 등 많

은 변화가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5) 단기계약자료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기 보다는 중고자동차의 구입 및 판매과정 등 주로 특수한 목적 

하에서 가입하게 되므로 본 연구의 분석목적과 합치하지 아니하며, 연속계약의 중간에 단기계약이 있으

면 동일 연도의 중복계약으로 인식되는 등 패널데이터 분석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 동일한 보험계약자의 성향은 유사하므로 이들을 모두 반영할 경우 이들의 효과가 중복측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계약자는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추적하여야 하는데, 중간에 

차량번호가 바뀔 경우 일부자료에서 추적의 절단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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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경우에는 패 의 표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 된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 자료를 이용하 으므로, 데이터에서의 이탈은 우리나

라에서 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7) 한 본 논

문에서는 매년 신규진입하는 계약자를 추가함으로써 표본의 표성을 유지하고 해

마다 표본이 어듦으로 해서 발생하는 효율성의 손실을 이고자 하 다. 통계분

석은 STATA(version 10.0)를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로는 자기부담 과 험담보여부  보험가입경

력이 있다. 먼  자기부담 의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자기부담  수

(통상  자기부담 )은 일반 보험계약시의 최  자기부담 인 5만원(49.8%)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부담 의 보험계약자들은 상 으로 높은 클 임 건수와 지

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자기부담 을 1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높은 자기부담 은 

체의 2.3%에 불과하 다.

  보상범 는 임의보험 담보를 가장 많이 선택(59.4%)하 고, 매년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의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

만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4.6%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험담보 계약

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담보한 계약자의 경우보다 평균 클 임 제기비율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경력을 살펴보면 체 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클 임건수와 지 보험 은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할인･할증률은 100% 이하에 체 계약자의 95%가 집 되어 있으며, 할인･할증률이 

증가함에 따라 클 임건수  지 보험 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실증 분석

1. 분석모형의 설정

  계약선택과 보험사고발생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횡단면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보다는 패  분석이 더 합한 것으로 단된다. 횡단면 자료

7) 본 논문에서는 이탈편의(attrition bias)의 측정을 위해, 진입과 퇴출을 포함한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과 5개년 동안 계속 관찰된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Durbin-Wu-Hausman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는 체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

나 시계열 자료는 구성원 체의 정보가 합산되어 처리되는 반면, 패  자료는 구

성원 개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사고변화에 따른 계약선택 내역의 

변화를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

을 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사고 자료를 기 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선택 내역의 변화와 보험사고내역의 변화를 추 ‧ 리하여 패 분석을 가능토

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담보를 표하는 변수로서 험담보여부와 낮은 자기부담

여부를 사용하고자 한다. 낮은 자기부담 은 높은 자기부담 에 비하여 보험사고시 

자신의 부담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도덕  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은 명백하

다. 다만, 자기부담 은 임의보험  자차담보를 구입한 경우에만 설정할 수 있으므

로 자기부담  변수와 담보여부 변수 간에는 상 계가 커서 함께 사용하지 않

고 별도의 모형으로 용 후 비교하고자 한다.

  역선택의 테스트는 종속변수가 이변량 변수( 험담보여부, 낮은 자기부담  여

부)이므로 패  로짓 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며, 주요 독립변수로는 기의 클 임 건

수를 사용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클 임 건수는 t-1증권연도, 클 임 건수를 제

외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t증권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과 계를 분석하

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9)

          

8) 더불어, 패널 자료는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할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

제점을 완화시켜 주며,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오차항(교란항)과 설

명변수 간의 상관관계 즉, 내생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시계열적 특성과 횡단면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tagi(2005), pp.4-9. 참조]

9) 패널분석은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 중 시간불변(time invariant)의 변수는 ‘피보험자

의 성별(gender_d)’ 뿐 이므로 이하에서는 동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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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은 

자기부담금

전위험담보

여      부

전    기 

사고건수
보험가입경력 할인할증률 Ln(보험료)

낮은자기부담금 1.0000

전위험담보여부 0.9522 1.0000

전기 사고건수 0.0920 0.1037 1.0000

보험가입경력 0.0865 0.0908 -0.0275 1.0000

<표 1> 상 계 분석결과

    




  ×   담보범위변수 임의보험전부담보여부 
  ×  자기부담금변수 낮은자기부담금 여부 
   ×   전기사고건수
  ×  보험계약변수
  × 계약자인적특성변수
  ×  차량특성변수
 ×  경험요율변수 할인할증률 보험료 
 × 

2. 상 계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들을 상으로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는 모든 상 계수가 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는 주요변수의 결과만을 제시하 다.) 상 계수가 0.5를 과하는 경우는 

낮은 자기부담 과 험담보여부(0.9522), 보험가입경력과 할인･할증률(-0.6447), 할

인･할증률과 보험료(0.6053)로 모두 3가지이고, 이들 간에는 다 공선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 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 공선성의 존재여부를 악

하기 하여 VIF(variance inflating factor) 테스트를 수행하 다. 검증결과 모든 변

수들의 분산팽창지수(VIF)가 1.01～3.57 사이에 있으며, 허용한도(tolerance)도 0.28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패 분석모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을 감안하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나 VIF지수를 살펴볼 때, 본 논문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 공선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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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률 -0.0861 -0.0841 0.2069 -0.6447 1.0000

Ln(보험료) 0.3214 0.3405 0.2311 -0.3853 0.6053 1.0000

3. 역선택 분석

  Rothschild & Stiglitz(1976)는 사고확률과 보험계약의 담보수  간에는 강한 정(+)

의 상 계가 있을 것으로 측한 바 있다. 한 Chiappori & Salanié(2000), 

Abbring 등(2003), Dionne 등(2006)은 조건부 독립성의 가설 하에서 사고발생이 계

약선택에 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다면 정보비 칭에 의한 역선택이 존재함을 의

미한다고 하 다. 동 가설 하에서는 일단 보험회사가 찰 가능한 정보를 모두 동

원하여 보험계약자들을 히 분류하고 나면, 사고발생이 더 이상 계약선택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선택은 보험회사에 한 보험계약자의 정보우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보험사고를 많이 낸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험등 이 보험회사가 분류한 

험등 군 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음기의 보험계약선택에 있어서는 보험

담보를 보다 높게 구입할 것이라는 것으로 t-1기의 보험사고와 t기의 보험담보는 정

(+)의 인과 계가 있다는 것이다. 모형의 추정결과10)를 보면, 기의 사고건수가 종

속변수인 담보여부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인과 계를 나타내었으며, 이

는 가설1의 측과 일치한 결과이다.(자세한 분석결과는 첨부의 표 참조)

  경험요율제도 하에서 할인･할증률과 보험료 수준은 역선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

측되었다. 모형분석결과11), 기존 변수에 할인･할증률과 보험료 변수를 모두 추가한 

경우에는 변수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클레임 건

수와 보상범위와의 관계에서는 가설2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경험요율 변수가 역선

택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높은 할인･할증률은 보

험계약자의 기대 부(富)를 낮추어 낮은 보험담보를 선택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속변수로 자기부담금을 사용한 경우는 전기의 클레임 건수가 클

10) 종합적으로 볼 때 종속변수로 전위험담보여부를 설정한 경우는 12개 변수 중 5% 유의수준 내에 10개

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11) 종속변수로 전담보여부를 선택한 경우, 총 14개 변수 중 13개 변수가 모두 1% 유의수준 내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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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즉, 보험담보를 좁히는 것으로 밝혀져 역선택 효과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낮은 자기부담금 여부 전위험담보 여부

경험요율

미 반 영
전기사고건수

.135654

(.0100389)***

.2694439

(.0117212)***

경험요율

반    영

전기사고건수

할인할증률

Ln(보험료)

-.0358998

( .013601)***

-.134337

(.0009928)***

6.039836

(.0352068)***

.1340606

(.0192265)***

-.1732018

(.0013343)***

7.99491

(.0496463)***

주) 1. ***는 1%, **는 5%, *는 10%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짐.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이하 동일)

<표 2> 역선택 분석결과

  

4. 보험계약자의 학습효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학습효과 분석을 해서 즉,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증가할

수록 기의 사고발생과 계약선택 간에 어떤 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진입 년도 보험가입경력을 기 으로 보험계약자 그룹

을 가입경력 3년 이하  4년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데이터 셋을 구성

하여 분석하 다.13)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  자기부담 을 주요 독립변수로 사

용한 경우는 두 그룹 모두에서 기의 클 임과 자기부담  간에 부(-)의 인과 계

를 나타내고 있다. 역시 역선택의 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보상범 를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두 그룹 모두 년도 클 임 건수가 많은 사람이 보상범

12) 제3.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부담금 변수가 모든 보험계약자의 보험담보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신

뢰성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40.5%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 즉, 특정개인을 중심으로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어느 시점이든 처음 보험가입을 한 시점을 기준으

로 하여 보험가입경력이 증가하더라도 그 특정개인에 대하여는 그 그룹에 포함되도록 데이터를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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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보험가입경력
변수 낮은 자기부담금 여부 전위험담보 여부

3년 이하 그룹

클레임 건수
-.026854

(.0232162)

 .1313781

(.0320378)***

할인․할증률
-.1198365

(.0015673)***

-.1465262

(.0020273)***

4년 이상 그룹

클레임 건수
-.0508584

( .016698)***

.1146064

(.0239161)***

할인․할증률
-.1394961

(.0012736)***

-.1845128

(.0017575)***

<표 3> 역선택과 학습효과(2)

를 넓게 설정함으로써 역선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계수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학습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론 으로는 과거에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험담보를 넓게 선택하는 성향(상태의존성)이 있을 것으로 기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경험요율제도에 의

한 정보불균형 해소와 보험료 인상 효과가 역선택과 학습의 효과보다 훨씬 큰 향

력을 갖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겠다.

Ⅴ. 결  론

  최근 해외의 다수 학자들이 정보비 칭의 존재를 입증하기 하여 많은 연구를 

거듭하 으나, 자동차보험시장에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가에 한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기본 으로 데이터의 불충분에 기인한다고 

단된다. 역선택의 특성상 그 존재를 밝 내기 해서는 다년간에 걸친 계약  

사고자료의 동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계약선택과 보험사고발생 간의 상 계만을 악했

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을 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사고자료를 기 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선택내역의 변화와 

보험사고내역의 변화를 추 ‧ 리하여 동태  실증분석을 가능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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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에 정보비 칭

에 의한 역선택이 존재하는지에 한 분석결과, 경험요율 반  에는 역선택 효과

가 존재하 으나 경험요율을 반 한 후에는 역선택 효과가 상당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역선택의 학습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보험가입경력별로 역선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보험가입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역선택 효과가 차 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선택의 감소에 경험요율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험계약의 선택에 있어서는 경험요율변수인 할인･할증률과 보

험료가 큰 향을 미쳐 역선택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Stiglitz(1975)는 정보비 칭에 따른 역선택의 해소방안으로 ‘시장선별(screening)’에 

주목하 다.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효과 인 인센티 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험 

상황에 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으며, 정보를 추출·심사하는 이 스크리닝 과정

을 통해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 비로소 정보의 균형상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험요율제도가 이러한 스크리닝의 과정을 어느 정도 체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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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Ded/Cvr ded00_05_d cvr_v_all

clm_cnt_t1

   ins_age

   metro_d

   ins_exp

   ct_sa_d

   ct_sb_d

    ct_m_d

    ct_l_d

   car_age

   car_amt

 usg_biz_d

  dr_lmt_d

    .135654 (.0100389)***

  -.0988658 (.0384889)**

    .148347 (.0256889)

   .1242342 (.0387634)***

  -.8383227 (.0504558)***

  -.6460684 (.0327653)***

  -.3479593 (  .03278)***

  -.6588995 (.0458085)***

  -.0994823 (.0031372)***

   .0009941 ( .000017)***

   .0394369 (.0521238)

      .4209 (.0175348)***

   .2694439 (.0117212)***

  -.0756412 (.0414033)*

   .0965577 (.0281957)***

   .0277245 (.0417012)

  -.8817012 (.0546525)***

  -.6735501 (.0367427)**

  -.3337898 (.0368766)***

  -.6065575 (.0516256)***

  -.1107054 (.0035059)***

    .001308 (.0000203)***

   .1352576 (.0595024)**

   .5443471 (.0189134)***

LR (12)

Prob >   

22493.83

  0.0000

26446.39

  0.0000

역선택 분석결과

Ded/Cvr ded00_05_d cvr_v_all

clm_cnt_t1

   ins_age

   metro_d

   ins_exp

   ct_sa_d

   ct_sb_d

    ct_m_d

    ct_l_d

   car_age

   car_amt

 usg_biz_d

  dr_lmt_d

   rate_bm

   ln_prem

  -.0358998 ( .013601)***

  -.2201944 (.0569241)***

     .19263 (.0337106)***

   .0271884 (.0572801)

   1.052441 (.0665164)***

   .5550557 (.0419932)***

  -.0357306 (.0427073)

  -1.412734 (.0600474)***

  -.0362329 (.0026227)***

   .0003277 (.0000202)***

  -.6180757 (.0688435)***

   .0832347 (.0263511)***

   -.134337 (.0009928)***

   6.039836 (.0352068)***

   .1340606 (.0192265)***

  -.1976848 (.0711931)***

   .1229594 (.0429158)***

  -.1274411 (.0716599)*

   1.523079 (.0810236)***

   .9056196 (.0540365)***

     .18414 (.0545666)***

  -1.492559 (.0768567)***

  -.0420768 (.0032412)***

   .0007848 (.0000279)***

  -.7302664 (.0923964)***

   .1815561 (.0330709)***

  -.1732018 (.0013343)***

    7.99491 (.0496463)***

LR (14)

Prob > 
86239.54

  0.0000

99265.20

  0.0000

경험요율 반 시의 역선택 분석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