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t:way 배달플랫폼 자동차보험

1. 순보험료(유상운송 1시간당)

가. 대인배상                                                               

담보 가입금액
차종(단위 : 원)

승용차 이륜차

대인배상I 지원특약 1억5천만원 152 483

대인배상II 무한 141 615 

나. 대물배상 

담보 가입금액
차종(단위 : 원)

승용차 이륜차

대물배상

2천만원 212 569

3천만원 259 605

5천만원 268 637

1억원 289 651

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가입금액(사망· 장애/부상)
차종(단위 : 원)

승용차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1천5백만원/1천5백만원 5 169

3천만원/1천5백만원 6 197

5천만원/1천5백만원 7 240

라. 자기차량손해

 

 (1) 순보험료의 계산

순보험료 =
가입금액 미반영 

기준 보험료
×

가입금액별 

적용지수
×

정률형 또는 정액형 

 자기부담금 상대도 

  

 (2) 가입금액 미반영 기준 보험료 



자기부담금
비율

자기부담금
상한 금액

자기부담금 하한 금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손해액20% 50만원 1.0000 0.98790 0.96111 0.92807 

자기부담금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1258 1.0942 1.0311  0.9679 0.9047 0.8416

담보
차종(단위 : 원)

승용차

자기차량손해 138

주) 이륜차는 자기차량손해 가입 불가능 

 

(3) 가입금액별 적용지수 

차량가입

금액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계수 0.5000 0.7139 0.8910 0.9843 1.0144 1.0257 1.0338

(4) 정률형 자기부담금 상대도

 단, 정액형 자기부담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대도 미적용

(5) 정액형 자기부담금 상대도

 단, 정률형 자기부담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대도 미적용

[별표] 단체계약율 

가. 적용일반 

  

플랫폼　배달업자 자동차보험 단체 계약에 대하여 ‘다.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구분별 적용

률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단체계약율을 산출하며, -57%～ +58%를 한도로 차종· 담

보별 기본보험료에 적용한다.

나. 적용담보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다. 평가방법

   

구분 등급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한도

손해율
 - 업체 손해율, 심도, 빈도

 - 차종, 연령 구성비, 사용용도 등

 A : -47% ~ -16%

 B : -15% ~ 0%

 C : 0% ~ +20%

 D : +21% ~ +48%

운행 관련  - 운행지역, 거리, 빈도

 A : -5% ~ -3%

 B : -2% ~ 0%

 C : 0% ~ +2%

 D : +3% ~ +5%

기타 요소
 - 업체 보험료 규모, 계속계약 유무, 자사 기여도, 

요율면탈 기록 등

 A : -5% ~ -3%

 B : -2% ~ 0%

 C : 0% ~ +2%

 D : +3% ~ +5%

라. 적용기준서의 작성 및 관리

회사는 “단체계약율 적용기준서”를 작성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체별 등급을 평가

적용하고, 적용기준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