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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보험 산업에 있어 담보되는 위험도에 따른 적정 보험가격의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자동차 보험 산업에서 보험가격 산출 방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여

러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보험가격과 실제 담보되는 위험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나은 통계

적 보험가격 산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일반선형모형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오차항

의 분포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하여 최적의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일반선형모형에 있어

오차항의 분포에 대한 적절한 가정은 모형의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 사고 손해액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트위디 분포를 오차항의 분포 가운데 하나로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실증자료 분석으로서 국내 자동차

보험사의실제자료를통하여여러접근방법에대한적정성비교를수행하였다.

주요용어: 보험가격, 일반선형모형, 자동차보험, 트위디분포.

1. 서론

1.1. 연구 목적

최근 국내 자동차 보험업계에서는 가격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

인 장기 보험의 경우는 계약 당시에만 보험료를 확인하고 여러 해를 해당 보험료로 담보 받는 반면, 자

동차보험의경우대부분계약은 1년단위로체결되기때문에고객은매년새로운보험료를적용받게된

다. 또한최근에는인터넷의발달에따라인터넷상의보험료비교견적을통하여여러보험사의보험료

를 쉽게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 견적이 용이해짐과 더불어 온라인 보험사가 등장하면서, 보

험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가입이가능해졌고그비중은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회사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회

사의계약규모를늘려성장하기를원하고또한, 이와더불어회사의이익창출을동시에기대하고있다.

따라서각세부계층별로해당하는위험도에부합하는적정한보험료를산출하는것이자동차보험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등지에서도이와관련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왔고, 현재에도계속하여연구개발중에있다.

대표적으로 Bailey와 Leroy (1960), Bailey (1963)는 전통적인 가격 산출 방법인 단변량 분석의 한계

성을 인식하여 편의 (bias)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다변량 방법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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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었던 컴퓨팅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변량분석 방법 등 고급 통계를 활용하여 대용량 데

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법들이 급속하게 발전하

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Jørgensen과 Paes de Souza (1994)는 GLM 방법 적용에 있어 자동

차 보험 데이터에 사고 빈도와 심도에 각각 적합한 오차항의 분포를 가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는

Smyth와 Jørgensen (2002)에의하여더욱깊이있게발전적으로논의되었다.

본논문에서는자동차보험이가장선진화되어있는영국과미국등에서보험료를산출하는방법이어

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보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산출 기법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

는국내에서어떠한통계적분석방법의활용이가능한지와어떤방법을통한접근이보다효율적인지를

제시하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

고, 제2장에서는 Tweedie 분포의특성과이것이자동차보험료산출에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를논의

한다. 제3장에서는 소지역 추정으로 보험금을 추정했던 Kim과 Kim (2009)에서 다루었던 국내 자동차

보험사의실제자료를근거로다양한분석방법을통하여얻어진결과를비교함으로써어떠한통계적분

석방법이국내자동차보험료산출에보다효율적인지제안한다.

1.2.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법

1.2.1. 단변량 분석 방법

자동차 보험 산업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약에 해당하는 요율요소에 대하여 하나의 변수마다 그 위험도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사

용하기 가장 간편하고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요율요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산출된 상대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다음 표 1.1의 예를 통하여 간단한 보험료 산출

결과와단변량방법적용시요율요소사이의상관관계로인하여발생가능한오류를살펴보기로한다.

표 1.1 성별, 결혼 여부에 따른 유효대수와 손해액

성 별 결혼여부 유효대수 손해액 사고건수

남 미혼 200대 800만원 80건

기혼 100대 200만원 20건

여 미혼 100대 200만원 20건

기혼 200대 200만원 20건

계 600대 1,400만원 140건

주) 심도(사고당 발생하는 손해액)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단변량 방법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성별과 결혼유무를 따로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표 1.1의 성별에 대하여 남성 300대의 유효대수에 전체 손해액은 1,000만원,

여성 300대의 유효대수에 400만원의 손해액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평균 약

33,000(1,000만원/300대)원의 손해가, 여자의 경우 13,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즉,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2.5배의 높은 위험도를 가진 계층으로 분류되어 그 위험도에 비례하는 2.5배의 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이다. 동일한방법으로결혼유무에대하여서도미혼자가기혼자보다 2.5배의위험도를나타

내어 해당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상대도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을 기준

계층으로 상대도 ’1’을 부여하였을 때, ’미혼남성’은 6.25배(2.5×2.5), ’기혼남성’은 2.5배, ’미혼여성’은

2.5배의상대도가적용되게되는것이다. 즉, 전체적인손해를보험사가담보하면서해당계층의위험도

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계층은 적은 보험료를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여 전체 손해

의규모를일치시키는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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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1.1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미혼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에 비하여 2배의 위험도

만을 가지고 있다 (200/100 : 200/200 = 2 : 1). 따라서 단변량으로 각 요율요소별 위험도를 측정하

게 되는 경우, 어떤 계층은 실제 위험도보다 때로는 높은 보험료를, 때로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아 실

제위험도에따라적절한보험료가적용되어야하는형평성의원칙을지키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

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것이다.

1.2.2. Bailey의 최소편의 절차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단변량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Bailey에 의하여 제안된 것이 최소편의

절차 (minimum bias procedure)이다. 이 방법은 먼저 각 변수간의 상대도를 산출한 후, 산출된 상대

도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변수의 상대도를 산출하고, 다시 그 결과를 고정한 후 앞서 구한 상대도를

재산출하는 과정을 반복 실행하여 어느 지점에 수렴하게 될 때 각 변수별 상대도를 산출하게 되는 방법

이다.

단변량분석방법에서제시한예제와유사하게두개의요율요소에대하여다음과같은구조하에서보

험료가산출되는방법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Xi :첫번째요율요소의수준i에서의상대도i = 1, 2, . . . , A

Yj :두번째요율요소의수준j에서의상대도j = 1, 2, . . . , B

Nij :해당셀의유효대수

Lij :해당셀의손해액

위와같은구조하에서, 발생된손해액과향후적용되는보험료가동일하도록설정하는수지균등의원

칙에의한보험료산출식은다음과같다X
j

NijLij =
X

j

NijXiYj . (1.1)

즉, 이 방법은 좌변항에서 계산되는 손해액의 총합이 각 계약별로 해당 상대도를 적용했을 경우의 보

험료의 합과 동일하도록 산출하는 방법인 것이다. 식 (1.1)을 통하여 Xi 에 대한 상대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Xi =

P
j NijLijP
j NijYj .

(1.2)

식 (1.2)에서 미지수는 상대도 Xi, Yj 두 개이고 식은 한 개이기 때문에, 상대도 Yj 의 값으로 단변량

방법에서 산출된 값을 사용하고 Xi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Xi 값을 다시 식에 적용하여 Yj 값

을 다시 계산하고, Xi 와 Yj 의 결과값이 수렴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상대도의 최종값

을계산한다.

이 방법은 각 변수가 갖는 상대도의 효과를 사전에 가정하여 다른 변수의 상대도를 계산할 때 제거하

였기 때문에 단변량에서 제기되었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이방법으로인하여단변량이가지는단점을어느정도보완하기는하였지만, 변수사이에

존재하는상관관계의부분적인반영이라는점과보험료산출에적용되는변수의수와그수준의수가증

가함에 따라 산출되는 상대도가 수렴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제한성을 갖게 된다. 또한 여러 변수에

대한적용방안은 Feldblum과 Brosius (2002)가제시한실제사례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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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GLM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 방법

다변량 분석 방법 가운데 널리 사용되는 분석 방법인 GLM이 언제부터 자동차 보험에 실제로 적용되

어오고있는지는정확하게판단하기는어려우나, Jørgensen과 Paes de Souza (1994)에의하면 1990년

도 초반부터 이미 영국 등 보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urphy 등 (2000)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선진 통계 기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위험도 산정 (rate making) 세미나 발표

자료를 통하여서도 자동차 보험료 산출에 있어 GLM이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적용되기

시작한것을확인할수있다.

자동차 보험 가격 산출에 있어 GLM 방법이 급속도로 활용하기 시작된 현실적인 이유는 대용량 데이

터를 다룰 수 있는 컴퓨터의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용량 데이터의 활

용이필수불가결한자동차보험료산출에계산이복잡한다변량방법을적용하는데인프라가부족한것

이사실이었다.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동차 보험 사고 데이터의 분포가 GLM에서 가정할 수 있는 오차항의 분

포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심도 지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소액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감마분포

가정을 통하여 적합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사고의 빈번함을 나타내는 빈도 지표는 빈도의 정

의가일정기간동안발생하는사고건수이므로포아송분포의형태로모형을적합시킬수있게된다.

이와 같이 GLM 방법은 기술적인 발달과 학문적인 바탕이 결합되어 자동차 보험료 산출 분야에

1990년대이후급속도로활용되기시작한다. 여기서는자동차보험료산출에사용되는 GLM 방법의기

본개념만간단히설명하고다음장에서 Tweedie 분포의적용과관련하여자세하게다루기로한다.

Y 를 손해액이라 가정하고 X1, X2, X3, X4 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율요소라 하면, g−1(·) 를 연결
함수 (link function)라할때모형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g−1(y) = a+ b1X1 + b2X2 + b3X3 + b4X4 + error. (1.3)

여기서오차항의분포를감마분포로가정하고이오차항을최소화하는 a, b1, b2, b3, b4 를추정하며, 예를

들어, 연결함수가주로사용되는로그함수인경우산출된결과는다음과같이활용된다.

Y = eaeb1X1eb2X2eb3X3eb4X4 . (1.4)

즉, ea 가 Y 손해액의 기본보험료가 되고, 이를 각 요율요소별로 산출된 결과의 곱의 형태로 적용하게

되는것이다.

GLM 방법을 이용하면 Bailey의 방법에서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상관관계의 효과를 모형 내에 적

용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요율요소의 다양화에 따른 수렴 여부 문제 해결이 대부분 가능하

다고볼수있다.

1.2.4. 승법모형(Mutiplicative Model)을 이용한 방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GLM 방법에서 정의되는 연결함수 (link function)인 g−1(·) 가 자동차 보험료
산출모형에있어서주로로그연결함수 (log-link function)을사용하게되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Log(Y ) = a + b1X1 + b2X2 + · · · 로 정의되는 경우, 지수함수를 양변에 취함으로 Y =

exp {a+ b1X1 + b2X2 + · · · } 로 정의되게 되며 이는 지수함수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 항의 곱으로

Y 값이 추정되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항의 곱으로 종속변수가 추정되는 승법모형 (multipl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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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통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이 방법 이외에 가법모형 (additive model), 혼합모형 (mixed

model) 등여러방식이가능하지만, 본연구에서는가장설명이용이한승법모형을사용한다.

위 식에서 설명된 각 항에서 절편에 해당하는 값은 각 요율요소의 특정 레벨이 기준이 되는 경우 평균

손해액이되는것이고, 이후각항에서산출된상대도-위험도의상대적인측정값이되는것이다. 따라서

각요율요소별해당레벨에대한보험료는절편과산출하고자하는계층의상대도의곱으로최종가격이

산출되게되는구조를가지게된다.

2. Tweedie 분포

2.1. Tweedie 분포 개요

일반적인지수족 (exponential family)의확률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f(y; θ, ψ) = exp

 
yθ − b(θ)

ψ
+ c(y;ψ)

!
. (2.1)

Kaas등 (2001)에따르면,위식에서평균은 µ = b′(θ),분산함수를 V (µ)라하면분산은 σ2 = ψV (µ)

로표현할수있는데, V (µ) = µp(1 < p < 2)이되도록하는함수 b(·), c(·; ·)와 θ, ψ에대하여 Tweedie

분포족이라 하며 Tweedie (1984)에 의해 처음으로 그 형태가 제안되었고 Jørgensen (1987)에 의해 명

명되었다.

Tweedie 분포함수는 정규분포, 감마분포와 같은 연속형 분포와 포아송분포와 같은 이산형 분포가 복

합된 분포로서 지수족에 속하며, 점 ’0’에서 양의 확률을 가지고 ’0’보다 큰 부분에서 연속형 분포의

형태를 갖는다. Tweedie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µ 와 ψµp 이다. 여기서 ψ(> 0) 는 산포모수

(dispersion parameter)이며 p 는 Tweedie 분포족의 분포를 결정하는 지시모수 (index parameter)로

서, p = 0 일때정규분포, p = 1, ψ = 1 일때포아송분포, p = 2 일때감마분포가된다. Tweedie 분포

는 0 < p < 1 을 제외한 모든 실수 값 p 에 대하여 존재하며, 앞서 열거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확률밀

도함수의 폐쇄형 (closed form)이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Tweedie 확률밀도함수

의정확한값을구할수있다.

확률변수 Y 가보험료청구액 (claim size)이 Gamma (α, β) 인복합 (compound) Poisson (λ) 를따

른다고 할 때, 평균 µ = λα/β, 분산 ψµp = λα(α+ 1)/β2 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해야한다.

λ =
µ2−p

ψ(2− p)
, α =

2− p

p− 1
,

1

β
= ψ(p− 1)µp−1. (2.2)

식 (2.2)의모수값들에대하여, 연속형 (y > 0) 과이산형 (y = 0) 이혼합되어있는 Y 의확률밀도함

수를식 (2.1)과같은지수족의형태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P (Y = 0) = e−λ,

f(y) = e−βye−λ
∞X

n=1

βnα

Γ(nα)
ynα−1

λn

n!
, y > 0. (2.3)

식 (2.2)에 따르면 λβα 은 µ 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ψ 와 상수 p 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식 (2.3)의

Σ 부분은 µ 에의존하지않고오직 ψ 와 y 에의존한다. 식 (2.1)을식 (2.3)의형태로표현하기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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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2.1)의 c(y;ψ) 를 식 (2.3)의 Σ 부분에 로그를 취한 것으로 정의하고 c(0;ψ) = 1 로 정의한 후,

−β = θ(ψ), λ = b(θ)/ψ 를만족하는 θ 를구하면된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θ = −βψ =
− 1

(p− 1)µp−1
, µ(θ) = (−θ)p− 1))−1/(p−1), b(θ) = λψ =

µ2−p

2− p
.

2.2. 자동차 보험에서 Tweedie 분포의 적용

앞서 설명한 Tweedie 분포가 어떤 이유로 자동차 보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 분포가 갖고

있는특성과자동차보험산업의특성을비교하여그활용의적정성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자동차 보험 사고 손해액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손해액이 ’0’, 즉 사고가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 되고,

나머지 사고가 난 경우에 특정 손해액 범위에 많은 경우가 해당되고, 고액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이일반적이므로다음과같이우측으로꼬리가긴또다른분포함수의형태를가지게된다.

지수족 함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분포는 감마분포 등의 분포로 가정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지수족 함수를 통하여서는 손해액이 ’0’에서 대부분의 계약을 포함하는 형태를 설명해 낼 수

가 없다. 이러한 특이한 양봉 (bimodal) 형태의 분포에 적합하도록 제안된 분포가 바로 Tweedie 분포

인 것이다. 2.1절에서 소개한 분포함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Tweedie 분포는 포아송분포와 감마분포

를 합쳐 놓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즉 손해액이 ’0’인 계약에 대하여

서는 포아송분포의 형태로,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서는 감마분포가 적용되는 형태인 것이

다. 형태모수로 정의된 p 의 값이 1과 2의 사이에 있을 경우, y 변수가 ’0’일 경우 높은 확률을 가지면

서, 이후 감마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p → 1 로 수렴하면 분포함수는 포아송

분포에 근접하게 되고, p → 2 로 수렴하면 감마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근접하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 보

험료 산출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태모수에 대하여 경험치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게 되는

데, p = 1.5 를사용하게될경우심도와빈도를동일하게간주하는효과를갖게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 보험 산업에 아주 유용한 특성을 가진 함수이기는 하나, SAS 등을 통한 분포함수의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MLE를 활용한 형태모수의 적용 등 아직은 광범위한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가능한데, GLM 방법을 사용하여 요율요소별 상대도를 산출

하고 분류된 그룹에 대한 적정 보험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심도모형과 빈도모형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

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고건수를 대변하는 빈도모형의 경우 오차항을 포아송분

포로 가정하여 산출하고, 사고의 경중을 대변하는 심도모형의 경우 오차항을 감마분포로 가정하여 산출

한후두모형을곱하여각요율요소별상대도및최종보험료를산출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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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특정 요율요소의 경우는 심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각 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를 각각 선택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심도모형과 빈도모형의 승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각 모형의 독립성을

가정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험 데이터의 분석과 통계적 이론 연구를 통

하여 최적의 산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현재 컴퓨팅 능력에 대한 한계가 거의 없으므로 베이지안 방

법의적용등에대한추가연구가고려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3. 실제 자료 분석

이 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실제 적용하고 그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동차보험료산출에있어그적정성을비교해보고자한다.

각 해당 레벨 별 평균 손해액을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참값이라고 가정하고, 각각 다른 보험료 산출

방법을 통하여 추정된 추정치를 모수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

준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X
(모수의참값−추정치)2/해당레벨구성합

위와 같이 정의된 수식은, 각 해당 레벨 모수의 참값과 추정치의 차이에 대하여 해당 레벨의 빈도를 고

려하여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해당 레벨 별 손해액을 정확하게 추정한 것을 의미

하며, 그 값이 커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3.1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실제 데이터와

모형에대하여설명하고, 3.2절에서그결과를비교한다.

3.1. 실제 데이터 개요

보험료 산출 방법의 비교를 위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Kim과 Kim (2009)에서 다루었던 국내 자

동차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대물 사고에 대한 실제 자료로서, 전체 데이터에서 10만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이표본에서얻어지는값을특성치를모수의참값으로가정하였다.

위험도를 파악하는 요소로서는 연령, 성별, 차량형태, 운전자 범위, 운전경력 등 5개의 요소가 고려되

었으며, 각요소별레벨의정의는다음과같다

연령: 40세이하, 41 ∼ 50 세, 51세이상 [3 레벨]

성별: 남성, 여성 [2 레벨]

차량형태: 소형, 중형, 대형, 다목적차량 [4 레벨]

운전자범위: 미제한, 가족, 부부, 본인 [4 레벨]

운전경력: 2년이하, 3년이상 [2 레벨]

비교 분석 방법은 크게 나누어 단변량 방법과 GLM 방법이며, GLM 방법에서는 심도와 빈도를 분리

하여적용하는방법과, 심도와빈도를동시에고려하는순보험료모형을비교대상으로하고자한다.

심도와빈도를분리하여적용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 [심도모형]

S(i) = exp(xT
i β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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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s 는 심도모형의 모수벡터이며, 이와 같은 심도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는 감마분포를 가정하게

되는데, 심도란 사고당 발생하는 손해액으로서, 그 특성상 소액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금액이 고액으

로증가하면서그분포가감소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 [빈도모형]

F (i) = exp(xT
i βf )

여기서 βf 는빈도모형의모수벡터이며, 빈도모형은앞서언급한심도모형과같은독립변수와모형을

가지게되며, 빈도는해당기간내발생하는사고건수로정의되며그특성상포아송분포를가정한다.

이렇게구해진심도모형과빈도모형을통하여추정하고자하는보험료는다음과같이산출되게된다.

R(i) = S(i) ∗ F (i) = exp(xT
i βs) ∗ exp(xT

i βf )

= exp
n
xT

i (βs + βf )
o
.

즉, 심도와빈도를분리하여적용하는방법은심도와빈도가독립이라는가정하에심도와빈도의특성에

맞는위험도를산출하여두모형에서산출된위험도의곱을통하여추정하는방법이다.

심도와빈도를동시에고려하는순보험료모형은, 해당셀의손해액과사고건수를동시에고려하여보

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Tweedie 분포가 적절한 오차항

의분포로가정되게되는것이다.

G(i) = exp(xt
iβg).

여기서 βg 는모수벡터이며, 순보험료를직접추정하게되는경우앞서설명한두방법과는달리심도와

빈도가동시에고려되었기때문에하나의모형의통하여위험도가추정되고, 연속형변수인심도와이산

형변수인빈도가동시에고려되는모형이다.

3.2. 분석 결과

단변량방법으로위험도를산출하는절차는다음과같이비교적단순하다.

aij =

nX
j=1

손해액(j)/n.

여기서 i 는 해당 요율요소의 레벨 - 예를 들어, 연령 요소의 경우 i = 1 은 40세 이하, i = 2 는

41세 50세, i = 3 은 50세 이상- 을 나타내며, j 는 해당 레벨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가 된다. 따라서

해당 레벨에 대한 각각의 평균을 구한 후 산출된 평균의 상대도 개념으로 위험도 정도를 비교해 나가는

방식이다. 즉,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개의 변수 각 레벨 별 평균 손해액을 구한 후, 해당 변수의 특

정 레벨을 기준으로 기타 레벨의 위험도의 상대적인 값 (상대도)을 구한다. 예를 들어, 연령 40대의 평

균 손해액이 100이고, 40세 이하의 평균 손해액이 120일 경우, 40대를 기준으로 하여 40대의 상대도는

1이되고, 30대의상대도는 1.2가되는것이다. 이와같은개념으로단변량방법과 GLM 방법으로구한

변수의레벨별상대도를구한결과는다음표 3.1과같다

참고로순보험료모형에서감마분포를가정하여추정한모형을추가하여비교함으로써적합한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부적절한 분포가 가정되는 경우 위험도 정도의 오류 뿐 아니라 위험도의

방향성까지도 반대로 산출되는 오류를 범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 여성의 위

험도가높으나, 감마분포를가정하면여성의위험도가더낮게추정된다. 위의결과에서확인할수있듯

이 적절한 분포가 가정된 심도 빈도 모형과 Tweedie 순보험료 모형의 경우 추정된 위험도의 값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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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GLM을 사용하여 구한 변수의 레벨 별 상대도

구분 레벨
심/빈도 모형

(Gamma/Poisson)

순보험료 모형

(Tweedie)

순보험료 모형

(Gamma)
단변량 모형

40세 이하 1.0000 1.0000 1.0000 1.0000

연령 41∼50세 1.2205 1.2152 1.0900 1.4380

50세이상 1.2711 1.2911 1.0991 1.2330

대형 1.0082 1.0179 1.1284 1.0120

차종 중형 1.1336 1.1421 1.2031 1.1587

다목적 1.3461 1.3508 1.1957 1.3195

소형 1.0000 1.0000 1.0000 1.0000

미제한 1.0418 1.0366 1.1190 1.0773

운전 부부 1.0000 1.0000 1.0000 1.0000

범위 가족 1.3085 1.2959 1.0827 1.3956

본인 1.0467 1.0275 1.0182 1.0368

운전 2년 이하 1.0695 1.0657 0.8861 1.0242

경력 3년 이상 1.0000 1.0000 1.0000 1.0000

성별 여성 1.0408 1.0391 0.9971 1.0361

남성 1.0000 1.0000 1.0000 1.0000

하게 산출됨이 확인되었으나, 단변량의 경우 요율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험도

상대도의값이왜곡되어산출되는결과를확인할수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정의한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하여 그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각 요소의 모든 조합이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최종 위험도의 값이 되므로, 연령(3)x성

별(2)x차량형태(4)x운전범위(4)x운전경력(2) 의 조합인 192개의 그룹 (segment)이 존재하며, 각 셀

별로모수와추정치의차의제곱합을통하여그적정성을확인한다.

표 3.2∼3.4는 분석 결과의 예시로서, 40세 이하 남성 소형차 소유주의 경우에 운전범위, 운전경력에

따른결과이다.

표 3.2 40세 이하 남성 소형차 소유주의 운전범위, 운전경력에 따른 결과

운전 운전
심/빈도 모형

(Gamma/Poisson)
단변량 모형 순보험료 모형 (Gamma)

범위 경력 운전범위 운전경력 결과 운전범위 운전경력 결과 운전범위 운전경력 결과

미제한 2년이하 1.0418 1.0695 1.1142 1.0773 1.0242 1.1034 1.1190 0.8861 0.9915

3년이상 1.0418 1.0000 1.0418 1.0773 1.0000 1.0773 1.1190 1.0000 1.1190

가족 2년이하 1.3085 1.0695 1.3994 1.3956 1.0242 1.4294 1.0827 0.8861 0.9594

3년이상 1.3085 1.0000 1.3085 1.3956 1.0000 1.3956 1.0827 1.0000 1.0827

부부 2년이하 1.0000 1.0695 1.0695 1.0000 1.0242 1.0242 1.0000 0.8861 0.8861

3년이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본인 2년이하 1.0467 1.0695 1.1194 1.0368 1.0242 1.0619 1.0182 0.8861 0.9023

3년이상 1.0467 1.0000 1.0467 1.0368 1.0000 1.0368 1.0182 1.0000 1.0182

지면의 제한으로 192개의 조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앞의 표와 같이 제시하여 비교하였으며, 최종

결과로서각모형에따른모수와추정치의차의제곱합은표 3.5와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진 통계 방식이 사용될수록 그 위험도를 추정하는데 있어 점점 정교화

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금까지 위험도 평가 방식에 중심을 두어 비교하였고 이러한 평가 방식이 진화되면서 상관관계의 오

류등과 같이 기존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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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운전 운전
순보험료 모형

(Tweedie)
모집단 전체 순보험료 모집단

범위 경력 운전범위 운전경력 결과 구성 손해 위험도

미제한 2년이하 1.0366 1.0657 1.1047 418 13,873,730 33,191 0.9413

3년이상 1.0366 1.0000 1.0366 1,447 37,932,200 26,214 0.7434

가족 2년이하 1.2959 1.0657 1.3810 458 21,105,270 46,081 1.3068

3년이상 1.2959 1.0000 1.2959 1,066 39,306,090 36,873 1.0457

부부 2년이하 1.0000 1.0657 1.0657 1,266 40,049,620 31,635 0.8971

3년이상 1.0000 1.0000 1.0000 5,216 183,928,530 35,262 1.0000

본인 2년이하 1.0275 1.0657 1.0950 778 33,709,300 43,328 1.2287

3년이상 1.0275 1.0000 1.0275 2,016 64,464,410 31,976 0.9068

표 3.4 (계속)

운전 운전 모수와 추정치의 차이

범위 경력
심/빈도 모형

(Gamma/Poisson)
단변량 모형

순보험료 모형

(Gamma)

순보험료 모형

(Tweedie)

미제한 2년이하 0.02991 0.0263 0.0025 0.0267

3년이상 0.08904 0.1115 0.1411 0.0860

가족 2년이하 0.00857 0.0150 0.1207 0.0055

3년이상 0.06908 0.1225 0.0014 0.0626

부부 2년이하 0.02971 0.0161 0.0001 0.0284

3년이상 0.00000 0.0000 0.0000 0.0000

본인 2년이하 0.01195 0.0278 0.1066 0.0179

3년이상 0.01957 0.0169 0.0124 0.0146

표 3.5 각 모형에 따른 모수와 추정치의 차의 제곱합

심/빈도 모형 단변량 모형
순보험료 모형

(Gamma)

순보험료 모형

(Tweedie)

170.10 184.91 177.97 170.06

소의주효과만을산출하여비교하였다.

변수사이에존재하는상관관계 (교호작용)에대한확인, 차원결정등에대한의사결정등모형화이

전에 분석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이 내포 되어 있으며, 또한 각 변수의 레벨을 정의, 분류하는 방법 등,

그리고 모형 내의 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여 모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정의된 변수를 통하여 위험도의 적정한 평가를

논하였지만, 어떤 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여 모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 또한 최적의 위험도

평가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절한 입력 (input) 방법

에 대한 연구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최적 결과 산출이 병행하여 발전한다면, 본 논문에서 추구하고

자하는최상의결과를도출해낼수있을것이다.

4. 결 론

앞장에서 자동차 보험료 산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

들이 적용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현재 국내에서 실제 발생된 자동차 보험 사고 데이터

를통하여그결과를확인하여보았다.

보험료를 통하여 보험사가 고객의 위험을 분담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고객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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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적정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담보하여야 할 위험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며, 그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합리적 방법의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GLM 방법은 가장 선진화된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본 논문에서 소개한

Tweedie 분포 또한 자동차 보험업의 특성상 그 현상을 잘 대변해 주는 분포로서 자동차 보험료 산출에

있어가장적합한방법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현실적인 여건,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방법 중 특정 방법의 사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위에 열거된 여러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적정보험료를 산출한다면 고객은 본

인에게 가장 적합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험사 또한 해당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여러 보험사에서 각 보험사

가 쌓아 놓은 노하우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들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연구 및 적용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보험산업발전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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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cing based on proper risk has been one of main issues in auto insurance. In

this paper, we review how the techniques of pricing in auto insurance have been de-

veloped and suggest a better approach which meets the existing risk statistically by

comparison.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method is discussed for pricing with

different distributions. With GLM approach, the distribution of error assumed plays

an main role for the best fit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variables.

Tweedie distribution is considered as one of error distributions in addition to widely

used Gamma and Poisson distribution. With these different types of error assumption

for estimating the proper premium in auto insurance, various modeling approaches

are possible. In this paper, various modeling approaches with different assumptions for

estimating proper risk is discussed and also real example is given by assuming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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