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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조치 
2023 년 1 월 26 일  

앨버타 주 정부는 2023 년 말까지 개인 승용차 보험료율 

인상을 일시 중지합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 때문에, 많은 앨버타 주민들 가운데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 년 말까지 요율을 일시 중지하는 것 

외에도, 앨버타 주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율을 안정화하고 낮추기 위한 장단기 해결책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요율 인상이 승인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일부 앨버타 

운전자들은 2023 년 갱신할 때 인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승인된 요율 변경, 

과실에 의한 청구 및 티켓을 포함한 운전 기록상의 변화, 새 주소 또는 보험에 가입된 다른 

차량과 같은 보험 프로필상의 변경 사항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또한 일부 앨버타 주민들이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전액 

지불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우려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 회사들에게 대분분의 앨버타 주민들이 지불 계획을 통해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2020 년 가을에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로 인해 요율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문제와 같은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개혁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앨버타의 보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부는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옵션들을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소비자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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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버타의 경쟁적인 시장에서, 앨버타 주민들은 구매를 위해 여러 곳을 둘러보고 

자신들이 가진 옵션들을 탐색함으로써, 종종 더 나은 요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앨버타 주민들은 자신들의 보험 회사나 중개인과 계속 협력하여 최상의 요율을 

얻어야 합니다. 

 앨버타 운전자들은 좋은 운전 행동으로 인한 할인 외에도, 주택 및 재산 보험을 

결합시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앨버타는 그리드 요율 시스템 (grid rating system)을 통해, 특별한 소비자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보험사는 그리드 보험료와 자체 보험료를 살펴보고, 

기본적인 자동차 보장에 대해 더 낮은 요율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보험 

 보험 게시판 및 통지 감독관 

 앨버타 자동차 보험료율 위원회 

 자동차 보험 그리드 요율 계산기 

 어포더빌리티 (Affordability) 실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