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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수리후 가치평가방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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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the exchange value of the car after the repair, which affects the valuation elements and repair 
characteristics factor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specific accident damaged condition of the car, repair range, 
repair methods, repair costs, market transac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vehicle's depreciation appraisal method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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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1)

 : depreciation appraisal

cos : cost of repairs

 : standard market value

1. 서 론

소비자가 고차를 구매할 때 요하게 평가하는 

기 은 차량경과 연수, 사고유무, 옵션장착, 안 도 

등의 항목이다.1) 한 자동차가 일부 손되어 수리
를 한 경우에는 일반 인 수리방법, 즉 탈착, 교환, 
교정, 도장 등의 작업을 통해 안 도에 결함이 없도

록 물리 ･기술 인 복원수리는 가능하나 주요 부

품의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 과 동

*A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KSAE 2013 Annual 
Conference and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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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성능  외 을 갖추도록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사실상 기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이러
한 이유로 인해 사고자동차는 수리 후 감된 가격

으로 거래되는 것이 고자동차 시장의 실이고, 
우리나라의 보험실무도 사고자동차의 수리후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일
부 인정하고 있다.2,3)

사고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는 시세하

락손해에 해서는 아직까지 법률 인 손해의 성격

이나 인정범 , 평가방법 등이 다소 불명확하고 논
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률 인 해석이

나 단은 논외로 두더라도 기술 인 측면에서 사

고차량의 가치를 보다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는 것은 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

뢰성을 제고시키고,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합리 인 

손해액 산정과 보상범  설정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분쟁이나 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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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합리 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재 사고차의 가치하락 평가방법에 해서는 

상자동차와 동일성이 있는 다른 자동차의 매매사례

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매매사례비교 평가법,4) 수리
이력에 한 감 을 용하여 평가하는 자동차진단

평가기 5) 등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
고차의 구체 인 수리범 와 방법, 실제 수리비용 
등의 객 인 자료와 고차시장의 실제 거래 실

태를 반 한 평가방법이나 기 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객 성이 결여된 사고이력이나 수리차

량을 기피하려고 하는 거래 념 인 향을 배제

하고, 수리후 자동차의 교환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특성상의 물리  요인과 가치하락 평가 

요소를 기술 으로 고찰하 고, 이를 토 로 사고

차의 구체 인 손상상태, 수리범 , 수리방법, 수리
비용 등의 객 인 사고  수리 데이터와 고차

시장의 거래실태 자료를 반 하여 실무 으로 활용 

가능한 사고차의 가치하락 평가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사고차의 교환가치에 향을 미치는 
복원수리 특성

충돌사고시 운동에 지는 차량의 특정 부품이나 

부속 시스템을 손시키면서 흡수된다. 충격에 지

가 차량 내부 방향으로 되어감에 따라 인  부

품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휘고, 좌굴되고, 변형되면
서 손된다.6) 이 게 손된 차량은 개별 인 손상

진단과 함께 정한 수리방법을 결정하여 복원수리

를 하게 된다.
사고차량에 한 복원수리란 손된 차량을 사고

발생 직 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일반 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

리방법에 의해 외 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원상회
복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7)

그러나 사고차의 복원수리는 사고직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리작업의 실을 감안하면, 사고 
과 동일한 성능  외 을 갖춘 원상회복은 쉽지 않

은 측면이 있다. 우선 경미한 사고로서 차량의 일부 
외 에 한 단순 이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라 하더라도 도장 차이나 미세 진동, 재질의 노후화
가 발생할 수 있다. 수리 된 외 의 도장 상태를 평

가해보면 거의 부분 미세한 색조의 차이가 발생

할 뿐만 아니라 도장막의 표면 두께도 불균일하고 

신차의 도장 상태와 격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주요 부재의 교환 는 교정 수리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용 이나 수정작업과정에서 재질의 노후화

와 함께 강도 하를 발생시키고,8) 그로 인해 차량
의 소음진동, 주행안 성, 내구성, 부식성 등에 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향은 사고차량의 손상
태, 수리부 와 범 , 수리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어 일률 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도 

통상의 경우 완 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2.2 사고차의 가치평가 요소

수리된 사고차의 가치하락은 차량의 기능성 부품

으로 구성된 새시(chassis)부분이 아니라 주로 차량
의 차체(body) 는 차체를 구성하는 임(frame)
과 주요 구성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차체와 주요 구성부재는 차량의 상품성에 큰 

향을 미치는 외 을 형성하고, 내구성이나 안 성, 
차량성능에 직 으로 연 성이 높은 기  부재인 

반면, 기능성 부품의 경우에는 일부 품질이 떨어지
는 재생부품이나 고부품이 사용될 수도 있으나 

신품에 있어서는 기능에 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품질이 향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고자동차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 의 수리이력 감 도 주로 차체의 수

리부 와 주요 구성부재의 수리부분을 평가 상으

로 설정해 놓고 있다.5,10) 고차시장 거래에서 실무
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사고차량에 한 표

감가율 용도표의 항목도 주로 차체의 외 (outer 
& outside panel) 교환 부 를 평가 상으로 하고 있다.9)

따라서 사고차의 주된 가치하락 평가 요소는 

Table 1에 정리한 것과 같이 크게 차체의 외 과 내

(inside & inner panel), 차체와 연결된 는 일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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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element of vehicle
Section FRONT SIDE REAR

Body 
element

Hood
Radiator panel

Fender
Inside panel
Wheel apron
Side member

Cross member
Cowl & dash
Floor & cabin

Door panel
Front pillar

Center pillar
Rear pillar

Side sill
Roof

Floor & cabin

Trunk lid
Back panel

Fender
Trunk floor

Wheel apron
Side member

Rear panel
Floor & cabin

된 주요 골격  구성 부재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체의 외 을 형성하는 외 으로는 후드(hood), 
론트펜더(front fender), 도어패 (door panel), 사
이드실(side sill), 리어펜더(rear fender), 트 크(trunk), 
루 (roof) 등이 있고, 내 에는 라디에이터서포트

패 (radiator support panel), 인사이드패 (inside panel), 
론트패 (front panel), 리어패 (rear panel), 휠하
우스패 (wheel house panel & wheel apron), 쉬패

(dash panel) 등이 있다. 주요 골격  구성 부재에
는 론트필러(front pillar), 센터필러(center pillar), 
리어필러(rear pillar), 사이드멤버(side member), 크
로스멤버(cross member), 로어(floor) 등이 있다.

2.3 사고차의 고시장 거래실태 조사

사고차에 한 거래실태는 고자동차매매 

문기 에 등록된 차종별 매물 자료와 표 시세 자

료를 571건 조사하 다. 사고내용  수리부 에 

한 객 인 검증을 해 고자동차 성능 검

기록부가 발 된 차량을 상으로 수리내용에 따

른 매가격을 조사하 고, 연식과 차종, 모델이 
동일한 고차의 표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 평가

하 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그 만큼 시장가치가 떨

어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해 년 

2만km를 기 으로 하여, 평균주행거리를 크게 벗어
난 차량은 비교 상 차량에서 제외시켰다. 사고차
의 수리내용은 Table 2와 같이 손상  수리범 가 

확 됨에 따라 A, B, C 등 으로 구분하 다.
Fig. 1~4는 체 사고차  A, B, C 등  사고차에 

한 고차시장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감가율

(depreciation rate)의 분포도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repairs and damage
Classification of repairs and damage

A B C

Bumper
Hood

Front fender
Door panel
Trunk lid

Radiator panel
(front panel)
Back panel 
Rear fender
Inside panel
Trunk floor

Side sill

Wheel apron
Side member

Pillar
Cowl & dash

Roof
Center floor

Fig. 1 Depreciation rate of repair cars

Fig. 2 Depreciation rate of repair cars, A-repair range

Fig. 3 Depreciation rate of repair cars, B-repair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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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preciation rate of repair cars, C-repair range

Table 3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n repair cars

Section
Depreciation rate of repair cars

Average Standard_dev
All cars 15.56% ±7.00%
A-repair 12.02% ±5.43%
B-repair 15.62% ±5.72%
C-repair 21.46% ±7.27%

시장조사에 한 통계분석 결과, 복원수리가 이
루어진 체 사고차는 동일한 조건의 무사고차 표

시세 비 평균 15.56±7.0% 감된 가격으로 매
물이 형성되었다. 손상  수리범 가 상 으로 

경미한 A등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은 12.02%, B등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은 15.62%, C등  사고차

의 평균 감가율은 21.4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
균값에 한 표 편차는 A등 이 ±5.43%, B등 이 

±5.72%, C등 이 ±7.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
실무에서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이 10~20% 정도
이고, 많게는 30% 정도의 감가 발생이 확인되었다
는 거래 형태와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2) Table 3은 
사고차의 감가율에 한 거래실태 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4 사고차의 가치평가 모형

일반 으로 사고차의 교환가치는 손상 부 와 수

리 부 가 넓을수록, 주요 골격  구성부재에 한 
수리 범 가 넓을수록 차량의 기능이나 성능, 사용
기간, 미 상의 장애에 향을  수 있고, 이러한 
사고차의 요인들이 실제 고차시장 거래에서 상품

가치의 하락으로 반 되고 있는 실정이다.5)

따라서 사고차의 가치평가에 기본 으로 고려해

야 할 요소는 수리범 와 수리비용이다. 사고차의 
수리범 가 넓을수록 비례하여 수리비용도 증가하

게 되므로, 체 으로 수리범   수리비용이 커

질수록 사고차의 가치하락 정도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리비의 일정비율만큼 사고차의 가
치가 감소된다고 가정하면 높은 수리비 구간에서는 

과도한 가치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커

질수록 가치하락의  크기는 커지지만 가치하락 

비율은 차 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차의 가치평가는 본질 으로 그 기 이 되는 

표 가격 는 표 시세의 향을 고려해야만 한

다. 가치하락 는 감가상각의 비율  감소를 고려

할 때 표 가격 는 표 시세가 높으면 가치하락

의  크기는 높아진다. 동일한 수리범  는 수

리비용 구간에서 표 시세의 일정비율만큼 사고차

의 가치가 감가된다고 가정할 때 표 시세가 높은 

구간에서는 평균을 과하는 과도한 가치하락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 시세가 높아짐에 따라 가

치하락의 크기도 커지지만 가치하락 감소율은 차

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 사고차의 가치평가는 실제 고차시장의 거

래실태를 반 해야한다. 즉 사고차의 손상  수리 
내용이나 방법 등에 한 기술 인 평가 요소는 실

거래의 가치 특성에 부합되고, 합리 인 조화가 필

요하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사고차의 가치평가에서 고려

해야 할 요 변수는 수리내용과 수리비용, 표 시

세, 감가율 등이다. 수리내용에 따른 감가율이 일정
하다고 가정할 때 시세가 높은 차량은 평가액이 과

도하게 높아지게 되고, 수리비만을 고려하면 시장
가치를 제 로 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리비

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
라서 시세와 수리비의 기하평균 가치를 수리내용에 

따른 감가율로 보정하면, 각 원인변수의 변동성을 
상쇄시키면서 시세와 수리비의 크기에 비례 으로 

증감되는 평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수리내용에 따
른 감가율은 시장조사 결과를 반 한 감가보정계수

이다.
사고차의 표 시세(표 가격)와 수리비, 수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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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ep of value appraisal

와 수리방법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개발된 가치

하락 평가 모형은 식 (1)과 같고, 사고차의 가치하락 
평가를 한 단계별 차는 Fig. 5와 같다.

  cos·


·  (1)

where,  : depreciation appraisal

cos : cost of repairs

 : standard market value

  : depreciation correction factor

식 (1)의 평가 모형에서 제안된 사고차의 감가보
정계수는 고차시장의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용한다. 감가보정계수는 수리내용  범 에 

따라 가치를 보정하기 한 계수로, 사고차에 한 
시장의 실제 감가거래 비율을 평균한 수치 는 표

인 감가거래 비율을 산술 으로 표시한 수치다.
Table 4는 사고차의 손상  수리내용(방법)에 따

른 감가보정계수의 용 방법을 표시한 도표이다. 
시된 감가보정계수는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 는 

B등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약 0.15)에서 손상  
수리범 가 비교  큰 C등  사고차의 최  평균 

감가율(약 0.3)까지를 용 범 로 설정한 것이다.
실제 고차시장 거래실태 조사에서는 사고차의 

후드, 론트펜더, 도어패  등과 같은 비교  경미

한 외  수리(A등  사고차, 감가율 12.02±5.43%)만
으로도 시세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으나 Table 4의 손상  수리구분 내용은 자
동차 리법에 사고차로 구분되는 수리부 만을 제

한 으로 표시한 것이다.

Table 4 Application of value depreciation factor

용 로서 사고차의 앞범퍼와 론트패 를 교

환 수리하 고, 이때 소요된 실 수리비용(cos)이 
100만원, 표 시세()가 2000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수리내용에 따른 감가보정계수()는 Table 4에 
의해 0.15이고, 가치평가 모형을 용시켜 산정한 
가치하락 평가액은 식 (2)와 같이 67만원이다.

  cos·


·  (2)

     ·


·  

3. 결 론

본 연구는 수리후 자동차의 교환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특성상의 물리  요인과 가치하

락 평가 요소를 기술 으로 고찰하 고, 이를 토
로 사고차의 구체 인 손상상태, 수리범 , 수리방
법, 수리비용 등의 객 인 사고  수리 데이터와 

고차시장의 거래실태 조사 자료를 반 하여 사고

차의 가치하락 평가 모형을 개발하 다.
고차시장의 거래실태 분석 결과, 복원수리가 

이루어진 체 사고차는 동일한 조건의 무사고차 

표 시세 비 평균 15.56±7.0% 감된 가격으로 

매물이 형성되었다. 손상  수리범 가 상 으

로 경미한 A등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과 표 편차

는 12.02±5.43%, B등  사고차는 15.62±5.72%, 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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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과 표 편차는 21.46±7.27%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가치평가 모형은 사고차의 표 시세와 수

리비에 수렴된 변동율을 고려하 으며, 실제 고
차시장의 거래 실태 자료와 수리내용(방법)에 따른 
감가보정계수를 용하여 사고차의 기술 인 감가

요소와 실거래의 특성을 합리 으로 조화시킨 것으

로 단된다.
다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해서는 사고

차의 손상  수리기술에 한 지속 인 자료 수집

과 평가 분석을 체계화하고, 고차시장의 거래 실
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보다 일반화시키기 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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