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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요율 세분화가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부

분 신뢰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경험적 사전분포 (empirical prior distribution) 함수 또는 무정보적

사전분포 (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 정보의 가정을 통한 신뢰도 산출 방식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요율 세분화의 확대로 가격 산출 단위의 수가 증가될 경우, 부분 신뢰도의 적용 대상은 점차

증가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된 신뢰도 적용 방식을 베이지안 프레임에서 적용,

추론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즉, 경험적으로 사용되

는 사전 분포함수 또는 무정보적 사전 정보를 통하여 적절한 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함수

를 도출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베이즈 통계량을 적용한 신뢰도를 추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위험도 예

측에 있어 기존에 제시된 방법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

곱근 법칙 (square root rule)의 신뢰도 추정 방식에 베이지안 추론에서 도출된 통계량을 반영한 결

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위험도에 수렴하는 수준을 비교하게 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위험도 예측에서

오차를 줄이는 방식에 대한 대안 제시와 더불어 신뢰도 적용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 대안을 보험

업계에 제시함으로써 요율 세분화로 인한 부분 신뢰도 적용방식에 대한 그 이해와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자한다.

주요용어: 무정보적사전분포, 베이지안추론, 부분신뢰도, 요율세분화.

1. 서론

손해보험상품중자동차보험은계약기간이 1년이라는특성과정부에서피해자를보호한다는취지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는

손해보험회사는매년고객과보험계약을갱신해야하며, 국내에서는매일약 5만여대차량의갱신이이

루어지고있다. 따라서보험사별로는기존고객의갱신을유지하면서, 타사의고객을유치하고, 신규고

객을 확보함으로써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과거 가격 자유화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요율 요소의 운

영 방식 및 적용하는 위험도의 편차가 크지 않아 보험료의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전략보다는

회사 브랜드 전략에 치중하였으나, 가격 자유화 이후 대동소이한 국내 자동차보험 상품 구조 하에서 가

격은 고객의 자동차보험 선택기준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가

격산출방식의정교화및가격전략의다양화가현재국내시장에서도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보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 특성과 물가지수 산출 기준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회사별로 보험료 수준의 조정-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에 정부 규제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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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회사별 조정 수준에 대한 즉각적인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별 가격 전략은 요율 요소의 운

영 방식 및 세분화 방식 그리고 위험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분석 방식에 치중되고 있다. 과거 위험도를

평가하는 가격 산출단위가 1,00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5,000여개 이상으로 증가된 것도 이러한 맥

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율 요소의 세분화는 위험도가 낮은 우수 고객에게 최저 보험료

를 제시함으로써 우수 고객 확보를 통한 매출 확대와 손익 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중요한요인으로평가되어지고있다.

이와 같은 경쟁적 요율 요소 세분화는 고객별 해당 위험도에 맞도록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부

합하는장점이있는반면, 세분화가심화될수록위험도를측정하고자하는단위에계약건수가줄어든다

는 단점이 공존하게 된다. 계약 건수 또는 사고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험단위에서

추정된 위험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 완전 신뢰도 (full credibility)의 개념이고, 이에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추정된 위험도의 일부분만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부분 신뢰도 (partial credibility)의 개념

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신뢰도 적용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현재에도 모든 손해보험

사가 개정 전 보험업 감독규정 이전에 명기된 방식을 준용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방

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베이지안적 추론 방법의 접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

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에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접목하여 보다 통계 이

론적으로 고급화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활용도가 높은 제곱근

법칙와 Bühlmann 방법 적용에 있어 베이지안 추론의 프레임에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베이

지안 추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전 정보 (prior information)에 대한 논의이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

액 사전분포 (conjugate prior distribution)하에서의 추론과 무정보적 사전분포 (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하에서의 추론을 통하여 적절한 사후분포 (proper posterior distribution)를 도출하고, 이

에 근거한 신뢰도 적용 방안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고 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한 추론

을전개해나감으로써기존방식과의비교를통하여위험도판단에있어다양하고정교한새로운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요율 세분화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부분

신뢰도 적용 방식에 있어 보다 다양한 선택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회사별로 위험도 예측 상황에 맞는 대

안들을적용할수있도록하여, 적정위험도, 즉고객의보험료산출의형평성제고에기여하고자한다.

다음 절에서는 기존의 신뢰도 및 베이지안 추론에서의 사전 분포 결정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3절에서는 자동차보험 신뢰도 산출에 적용 가능한 모형과 베이지안 추론 프레임에서 여러 사

전분포하에서의실질적인사후분포의추정과실제적용되는모형을제시한후, 4절에서는실제데이터

를 사용하여 위험도 산출에 있어 기존 방식과 베이지안 추론 방식의 비교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

막 5절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적 배경 및 발전 방향 등과 함께 결론을 기술하기로 한

다.

2. 선행 연구

2.1. 신뢰도

보험회사는 고객의 위험 요인을 판단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고, 고객 위험의 불균질성으로 인하

여 고객을 동질적인 집단군으로 세분화하고, 그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것이 기본 책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위험 요인의 판단은 집단별로 발생하는 보험사고 청구율을 나타내는 사고 빈도 (fre-

quency)와각사고로인하여지급되는보험금지급금액의수준을나타내는사고심도 (severity)에의하

여 결정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위험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분류된 위험 그룹 내 이질성은 최소화하

면서, 그룹간의 이질성을 크게 하는 것이 적정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본 과정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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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산 (between variance)을 최대화하고 그룹 내 분산 (within variance)을 최소화하는 개념과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의 우연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위험의 재현성이 담보되어야만 해

당 그룹에 대한 위험도의 적용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그룹의 계약이 적은 경우, 또는 회

사의신설등으로인하여충분한데이터가확보되지않은경우등에서위험의비재현성에대한부적정성

을 줄이고, 우연적인 대형사고 등으로 저항성 (resistance)을 높이고자 소개된 이론이 신뢰도의 기본 개

념이다. 즉, 현재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Mowbray (1914)와 Whitney

(1918)에의하여현재데이터를신뢰하기위한시행회수및과거데이터의활용방식에대한기본개념이

정립되었고, 이 개념은 미국 손해보험협회 (CAS)으로부터 현재 데이터의 재현성 및 저항성의 해결책으

로 제시되어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가격 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에 가

장보편적으로사용하는신뢰도적용방식은 Whitney (1918)에의하여정립된개념으로다음과같다.

Risk = w × CurrentRisk + (1− w)× PastRisk (2.1)

여기서 w는 현재 데이터의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가중치 (weight)로서 신뢰도의 개념이 되는 것이며 향

후 미래에 적용해야 할 위험 수준은 현재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의 가중 평균 형태의 적용으로 산출한다

는 것이 그 기본 개념이며, 현재 국내 보험업 감독규정에도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Bailey (1950)는

우도함수가 이항분포이고 사전분포가 베타분포인 경우의 새로운 요율 즉, 사후평균이 이러한 신뢰도의

가중평균이되는것을보였다.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가중치 w에 관한 추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변동 (fluctuation)을 제한하는

방법과 정확도 (accuracy)를 높이는 방법 두 분야로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전적인 변동의

제한 방식을 제외하고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즉 추정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한 연구는 Bühlmann (1967,1969), Bühlmann과 Straub (1970)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

하여 Hachemeister (1975), Frees (2003)에 의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국내에서도 자동차보험

분야와 관련하여 Kim과 Lee (2010), Kim 등 (2012)에서 신뢰도를 적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고, Kim, M.과 Kim, Y. (2009)는 가격산출 정교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Kim, Y.와

Kim, K. (2009)는 소지역 추정방식 (small area estimation) 적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한 Kang과 Kim (2008)은 사고 모형을 통한 예측방식을 제안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곱근 법칙 (square root

rule)과 Bühlmann 방식을 소개하고, 다음 절에서는 이 방식을 베이지안 추론 프레임으로 확대 적용하

는것에대한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2.1.1. 제곱근 법칙

제곱근 법칙 (square root rule)은 새로운 추정치에 대한 데이터의 기여도를 완전 신뢰도 (full credi-

bility)의값에대응하도록고안해낸방식으로가중치 w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w =

√
N

Nfull

여기서 N은 해당 그룹에 상응하는 숫자를 의미하며, Nfull은 완전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숫

자를 의미하게 된다. 즉, 해당 그룹에 상응하는 숫자가 Nfull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현재 데이터에 부

여되는가중치는 1이되며완전신뢰도를구하는과정은다음과같다.

주어진오차허용한계 (error tolerance level)를 k, 신뢰수준 (confidence level)을 p라하면, p는다음

과같이정의된다.

p = Pr[−kµt < T − µt < kµt] = Pr[−k(µt/σt) < Z < k(µt/σ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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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는 표준 정규 확률변수이며, 이 경우 표준 정규분포의 상위 p-분위수는 zp = k(µt/σt)로 정의

할 수 있다. 보험료 (T )는 심도 (S)와 빈도 (F )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도와 빈도가 서로 독립임

을가정하게되는경우, 보험료 T에대한평균과분산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µt = E(T ) = E(S × F ) = E(S)E(F ) = µsµf

σ2
t = V (T ) = V (S × F ) = E(S)2V (F ) + E(F )V (S) = µ2

sσ
2
f + µfσ

2
s

따라서 완전 신뢰도를 만족하기 위한 사고건수를 Nfull이고 하면, 이를 만족하는 수식은 위의 수식들

로부터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으며

zp = k
Nfullµs√

Nfull(σ2
s + µ2

s)

완전신뢰도를얻기위한사고건수 Nfull은다음과같이얻어진다.

Nfull =
(zp
k

)2(σ2
f

µf
+

σ2
s

µ2
s

)
(2.2)

2.1.2. Bühlmann 신뢰도

Bühlmann 신뢰도는 서로 독립인 두 추정량의 제곱오차를 사용하여 부분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서, 최대정확도를가지는방식으로알려져있으며, 부분신뢰도의공식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Z =
N

N +K
, K =

EPV

V HM

위 식에서 N은 해당 계층의 보상건수, Bühlmann 신뢰도 모수 K는 과정분산의 기대값 EPV (the

expected value of the process variance)와 가설평균의 분산 VHM (variance of the hypothetical

means)을통하여계산되며 K를추정하여부분신뢰도를적용하게된다.

EPV는 전체 위험그룹에 걸쳐 있는 과정분산의 기대값으로서 평균 급간 변동 (average class vari-

ance)이라고도 하며, VHM은 그룹내에 존재하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통계적 척도로서 급간 평균사이의

변동 (variance between class means)이라고도한다. 총분산은 EPV,VHM의두부분으로분해되는데,

개념의이해를돕기위해임의의확률변수 X에대하여 EPV와 VHM을정의하면다음과같다.

EPV = E[Var(X|θ)]

= E
[
E
(
X2|θ

)]
− E

{
[E(X|θ)]2

}
= E

(
X2)− E

{
[E (X|θ)]2

}
VHM = Var [E (X|θ)]

= E
{
[E(X|θ)]2

}
− {E[E(X|θ)]}2

= E
{
[E(X|θ)]2

}
− [E(X)]2

Bühlmann 신뢰도의기본개념은식 (2.1)과같은미래위험의추정에서, 이에대한제곱오차를 E1이

라고 할 때, 현재 위험과 과거 위험이 서로 독립이라 가정하고 E1을 최소화하는 가중치 w를 구하는 것

으로, 현재 위험의 제곱오차를 E2, 과거 위험의 제곱오차를 E3라고 하면 가중치는 w = E3
E2+E3

와 같이

구할수있다는것에서착안된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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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베이지안 추론

통계적 추론 (statistical inference)은 크게 전통적인 프리컨티스트 (frequentist) 추론과 베이지안 추

론 (Bayesian inferenc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추론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추론의 대

상이 되는 모수 (parameter)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인데, 프리컨티스트 추론에서는 모수를 미지의 상

수 (unknown constant)로 취급하는 반면에,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이를 확률변수 (random variable)로

취급한다. 따라서 베이지안 추론에서 확률변수로 정의되는 모수는 그 자체의 확률분포를 갖게 되며 이

를 사전분포 (prior distribution)라 한다. 또한 프리컨티스트 추론에서는 표본정보 (sample informa-

tion)를포함하고있는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에근거하여추론이전개되는데비하여,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우도함수와 사전분포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사후분포함수 (posterior distribution func-

tion)를 도출하여 추론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사전분포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추론의결과가달라질수있으며이것이베이지안추론의약점으로지적되었다.

사전분포를 선택하는데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가장 널리 알려

져 있는 사전분포로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에 주로 의존하는 주관적 사전분포 (subjective prior), 사후

분포가 사전분포와 같은 족에 속하게 되는 특성을 갖는 공액 사전분포 (conjugate prior), 객관적인 사

전분포라고 할 수 있는 무정보적 사전분포 (noninformative prior)가 있다. 특히 무정보적 사전분포는

사후분포에 대하여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객관적 사전분포 (objective prior)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효시는 Laplace (1812)에 의해 제안된 Laplace 사전분포이

다. Laplace 사전분포는 불변성의 결여 (the lack of invariance)라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한 것이

Jeffreys (1961)에의해제안된 Jeffreys 사전분포이며본연구에서적용하는사전분포이다.

Jeffreys 사전분포는 피셔 정보행렬 (Fisher information matrix)의 행렬식 (determinant)의 양의 제

곱근에 비례하며, 모수가 하나일 때 일대일 변환에서 불변성을 가짐으로써 Laplace 사전분포의 결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갖는다. θ를 모수, p(y|θ)를 우도함수, I(θ)를 피셔 정보행렬이라 하면 Jeffreys 사전분

포 π(θ)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π(θ) ∝ |I(θ)|1/2

I(θ) = E

[(
∂ log p(y|θ)

∂θ

)2

|θ

]
= E

[
−∂2 log p(y|θ)

∂θ2
|θ
]

3. 베이지안 프레임에서의 추론

부분신뢰도의 적용방식에서 가장 먼저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Nfull, 즉 완전신뢰도를 충족하기 위한

표본의 수이고, 이를 충족하지 계층의 경우에 적절한 방식의 부분신뢰도를 사용하여 위험도를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곱근 법칙에 있어 베이지안 모형을 가정하고, 이

에대한추론을전개하고자한다.

3.1. 제곱근 법칙에서의 빈도 모형 도출

제곱근 법칙 하에서 부분신뢰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앞장에서 정의된 수식과 같을 경우, 빈

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에 대한 추정을 사전분포 가정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때, 사전분포에 대

한 정의를 공액 사전분포와 무정보적 사전분포 두 가지로 가정이 가능하며, 각각에 대한 점추정 (point

estimation)은다음과같이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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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빈도에 대한 포아송 분포 및 공액 사전분포

사고발생 빈도 (frequency)는 정의상 단위시간(보험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사고건수로 표현될 수 있

으며, 이는 포아송 분포로 가정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빈도 (F )의 분포는 Fi|λ ∼
iid Poisson(λ), i = 1, 2, ..., n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λ에 대한 공액 사전분포는 Gamma(a, b)로 가정

할수있다. 따라서공액사전분포 Gamma(a, b)에근거한사후분포는다음과같으며

λ|F1, F2, ..., Fn ∼ Gamma

(
n∑

i=1

Fi + a, n+ b

)
,

가장 자주 사용되는 손실함수인 제곱오차 손실함수 (quadratic error loss function)하에서의 베이즈 추

정량 (Bayes estimator)인사후평균 (posterior mean)은다음과같다.

E(λ|F1, F2, ..., Fn) =

∑
Fi + a

n+ b
=

n

n+ b
F̄ +

b

n+ b

a

b

즉, 사후평균은최대우도추정량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인표본평균과사전평균의가중평균

의형태로표현될수있다는특징이있다.

3.1.2. 빈도에 대한 Jeffreys 사전분포

사전정보에 대한 특정분포의 가정 없이 무정보적 사전분포를 사용하는 경우, 빈도에 대한 우도함수와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를 통하여 사후분포를 추론하게 된다. 포아송 분포에 대하여 무정보적 사전분포인

Jeffreys 사전분포를유도하면 π(λ) ∝ λ−1이므로, 사후분포는다음과같이구해지며

λ|F1, F2, ..., Fn ∝ λ
∑n

i=1 Fi−1e−nλ ∼ Gamma

(
n∑

i=1

Fi, n

)

사후평균은다음과같다.

E(λ|F1, F2, ..., Fn) =
1

n

n∑
i=1

Fi = F̄

완전 신뢰도를 만족하기 위한 사고건수를 Nfull이라 하면, 사고건수에 대한 분포를 포아송 분포로 가

정하는경우 µf = σ2
f이되므로식 (2.2)에의해 Nfull은다음과같이단순화된다.

Nfull =
(zp
k

)2(σ2
f

µf
+

σ2
s

µ2
s

)
=
(zp
k

)2(
1 +

σ2
s

µ2
s

)

3.2. 제곱근 법칙에서의 심도 모형 도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심도 (severity)에서도 빈도에서 전개한 추론과 유사하게 베이지

안 추론이 가능하다. 심도에 대한 부분 신뢰도 계산을 위해서는 빈도와 마찬가지로 심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의점추정이필요하며사전정보에대한가정을통하여아래와같은정보도출이가능하다.

3.2.1. 심도에 대한 감마분포 및 공액 사전분포

심도는 한사고당 발생하는 손해액의 규모로서, 분포의 형태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skewed to left) 특

성과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업계에서는 감마분포를 일

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심도 (S)에 대하여 감마분포 Si|r, λ ∝ indep. λre−λSi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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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n을가정하고추론을전개하였다. 따라서공액사전분포 Gamma(a, b)에근거한사후분포는다

음과같으며

λ|S1, S2, ..., Sn ∝ λnr+a−1e−(
∑n

i=1 Si+b)λ ∼ Gamma

(
nr + a,

n∑
i=1

Si + b

)

사후평균은다음과같다.

E(λ|S1, S2, ..., Sn) =
nr + a
n∑

i=1

Si + b

일반적으로보험업계에서사용하는공액사전분포의모수 a는해당요율요소에서위험도를추정해야

하는 수준의 수로 가정되며, b는 전체사고의 척도 모수로 가정되어 사용된다. 또한 심도 분포의 모수 가

운데연도별로변동성이적은형태모수 (shape parameter)인 r은경험적으로알려져있는것으로가정

하고, 매년물가및사고의패턴등으로인하여변동되는척도모수 (scale parameter)에대한추정이주

요관심사라고할수있다.

3.2.2. 심도에 대한 객관적 사전 정보의 가정

빈도의 경우 피셔 정보행렬을 통한 Jeffreys 사전분포의 도출이 가능한 반면, 감마분포를 가정하는 심

도의 경우 Jeffreys 사전분포의 폐쇄형 (closed form) 유도에 대한 수학적 연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도에대한사전분포는 Laplace 사전분포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보험사고심도에대한가정에있어

척도 모수의 변동은 매년 수리비의 단가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그 변동폭을 설명하는 형태 모

수는 큰 변화가 없음에 대한 가정과 일맥상통함으로써 사전분포의 가정에 있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aplace 사전분포 π ∝ 1 에 근거한 심도의 베이지안 추론 결과, 사후분포와 사후평균은 각각 다

음과같다.

λ|S1, S2, ..., Sn ∝ λnre−λ
∑n

i=1 Si ∼ Gamma

(
nr,

n∑
i=1

Si

)
E(λ|S1, S2, ..., Sn) =

nr
n∑

i=1

Si

=
r

S̄

4. 실증 데이터 분석

본장에서는앞서제시한방식들을사용하여빈도와심도의사후분포를추정하고, 이를실증데이터에

적용하여 사전분포 적용 방식의 효과를 비교한다. 즉, 베이지안 프레임 하에서 빈도, 심도의 추론을 통

하여 부분 신뢰도에 대한 적용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효용성을 국내 손해보험

사의실제자료분석을통하여확인한다.

4.1. 분석 개요

손해보험사는 예상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고객별 위

험도에 대한 정교한 추정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지속 경영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시함으로써 고객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앞서 제시된 여러 가지 신뢰도 적용 방식들에 근거한 각 요율 요

소의 위험 상대도를 추정하고, 고객별 보험료를 산출하여 고객별 위험도 판단의 정교성 및 효율성을 비

교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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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기 다른 신뢰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보험료 적정성

을 비교하였다. 그 비교 대상은 데이터가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는 프리컨티스트 (frequentist) 방식

과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를 가정하는 베이지안 (Bayesian) 방식이며, 베이지안 프레임에서는 빈도와 심

도의 모수에 대하여 공액 사전분포의 경우와 무정보적 사전분포의 경우 두가지를 비교하였으며, 무정보

적사전분포로는널리사용되고있는 Jeffreys 사전분포와 Laplace 사전분포를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실제 자료로서, 93만여명 고객 데이터이며 고객의 위험도

판단은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요율 요소 (rating factor)는 사고발생여부, 운전경력, 운전자범위, 차

종, 연령및성별등 6개의요인으로한정하며각요율요소별레벨은 Table 4.1과같다.

Table 4.1 Rating factors

Rating factors Categories Number of Levels

Accidents Yes / New Policyholder / No 3

Driving years 1∼2 / 3∼4 / 5∼6 / 7∼ 4

Drivers Couple / Own / Family / Etc. 4

Car types Small / Full size / Van 3

Age & Sex
20∼32(M) / 20∼32(F) / 33∼40(M) / 33∼30(F)

8
41∼52(M) / / 41∼52(F) / 53∼(M) / 53∼(F)

데이터는 정교성 확인을 위하여 세 개의 군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군은 과거 사고로, 둘째 군은 현재

사고로, 마지막 군은 미래 사고로 가정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의 사고 정보를 통하여 미래 데이터에 어

떻게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세 개의 군은 Uniform(0,1) 난수 생성을 통하여 랜덤하

게형성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4.2. 데이터 실증 분석 결과

첫째 군과 둘째 군으로 분류된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각기 다른 신뢰도를 추정한 후, 이를 미래

데이터인 셋째 군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보험료를 산출하여, 미래 데이터로 가정된 위험도와의 오차비교

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즉, 5개의 각 요율요소별로 구분되어 있는 소단위-요율 요소 산출

단위-에서미래에예측된실제위험도와과거와현재데이터를근거로하여앞장에서제시된신뢰도방식

을통해산출된위험도와의오차를비교하는과정이며다음과같은수식을통하여그정확도를측정하였

다.

Error =

6∑
i=1

ni∑
j=1

{Exposureij × (TrueRiskij − EstimatedRiskij)
2}

여기서 i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율요소, j는 각 요율요소에 해당하는 가격 산출단위 (예: 사고여부 요

율 요소 3단위: 유사고, 신규, 무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참값과 추정값의 제곱 오차에 해당 계층의

유효계약건수를가중하여고려하는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

실제 데이터 분석결과, 예측된 상대도 및 오차 총합의 비교는 각각 Table 4.2, Table 4.3과 같으며

그 정교성의 순위는 전체 오차 총합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4.2에서 True는 year3의 데

이터를 미래 사고에 대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의 위험도이며, Table 4.2와 Table 4.3에서 Method-1은

프리컨티스트의 방식으로 데이터의 통계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이며, Method-2는 빈도의 경우에만

Jeffreys 사전분포를 가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Method-3, Method-4는 심도에도 사전분포와 사전정보

를 활용하는 경우로서 Method-3은 공액 사전분포를 적용했을 경우의 결과이며, Method-4는 Laplace

사전분포를적용했을경우의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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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Risk rates

Factors Level Method-1 Method-2 Method-3 Method-4 True

Accidents

Yes 1.5324 1.5323 1.5351 1.5351 1.5634

New Policyholder 1.6059 1.6057 1.6164 1.6164 1.6888

No 0.8880 0.8880 0.8880 0.8880 0.8781

Driving years

1∼2 1.5993 1.5993 1.6025 1.6025 1.7160

3∼4 1.1598 1.1601 1.1440 1.1440 1.0806

5∼6 0.9720 0.9721 0.9679 0.9679 1.1022

7∼ 0.9227 0.9227 0.9227 0.9227 0.8988

Drivers

Couple 0.8945 0.8945 0.8950 0.8950 0.8775

Own 0.9711 0.9711 0.9747 0.9747 0.9625

Family 1.1903 1.1906 1.1696 1.1696 1.1473

Etc. 1.1596 1.1598 1.1499 1.1499 1.2350

Car types

Small 0.8327 0.8332 0.8316 0.8316 0.8953

Full size 1.0574 1.0574 1.0574 1.0574 1.0130

Van 1.1422 1.1420 1.1630 1.1630 1.1486

Age & Sex

20∼32(M) 1.1429 1.1426 1.1547 1.1547 1.1445

20∼32(F) 1.2475 1.2476 1.2415 1.2415 1.3200

33∼40(M) 0.8281 0.8280 0.8353 0.8353 0.9055

33∼30(F) 1.0024 1.0027 0.9875 0.9875 1.0043

41∼52(M) 0.9081 0.9081 0.9099 0.9099 0.9035

41∼52(F) 1.1419 1.1418 1.1438 1.1438 1.0499

53∼(M) 1.0102 1.0103 1.0024 1.0024 0.9748

53∼(F) 1.1058 1.1057 1.1123 1.1123 1.1483

Table 4.3 Errors for each method

Rating factors Method-1 Method-2 Method-3 Method-4

Accident 100.77 101.26 79.61 79.61

Driving years 402.11 402.60 382.68 382.68

Drivers 146.77 146.42 155.28 155.28

Car types 269.77 267.31 279.98 279.98

Age & Sex 315.11 315.39 295.09 295.09

Total 1,234.53 1,232.09 1,192.64 1,192.64

본연구를통하여데이터에국한하여주어지는정보만을이용하는것에비하여빈도와심도의사전정

보 활용을 통해 위험도 평가에 있어 그 정교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요율요소가 그

중 가장 세분화 되어 있는 연령 및 성별 요소에서 개선되는 폭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요율 세분화

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심화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산업에 본 연구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Table 4.2와 Table 4.3에서 Method-3과 Method-4의 상대도 및 오차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감마분포에서는 신뢰도에 적용되는 신뢰도 수식의 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값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별로 다년간 축적된 경험적 정보, 분포 및 사전에 통제

또는 기타 확보 가능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위험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는 형평성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제시하게 되고, 보험회사로서는 합리적인 보험

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신뢰도 적용 방식 개발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적용으

로의수렴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곱근 법칙하에서의 부분신뢰도 방식을 베이지안 추론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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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에서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사전분포 선택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추론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액 사전분포와 무정보적 사전분포인 Laplace 사전분포, Jeffreys

사전분포를 고려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제시된 베이지안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방식

과실증데이터분석을통하여어떤유익성이있는지에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우량 고객 확보를 위한 요율 세분화 및 요율 산출 방식에 대한 선진화가

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라부분신뢰도를적용해야할계층또한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 현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교한 적용 방식의 제안은 보험 산업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별로 회사의 상황과 자료의 형태에 적합한 방식들을 적용함

으로써, 천편일률적인 결과 도출이 아닌 각 회사의 고객에게 가장 정교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제시가

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베이지안 추론 방식하에서의 결과 도출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손실함수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등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제곱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으나, 적합 결여 (lack of fit)와 추정 정도 (precision of estimation)를 동시에 고려

하는 균형 손실함수 (balanced loss function) 등이 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함수 및 이차 적률 (second moment)의 일치성까지 고려하는 제한적 베이즈 추정

량 (constrained Bayes estimator) 등에대한연구를향후과제로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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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partial credibility application method by assuming the em-

pirical prior or noninformative prior informations in auto insurnace business where

intensive rating segmentation is expanded because of premium competition. Expand-

ing of rating factor segmetation brings the increase of pricing cells, as a result, the

number of cells for partial credibility application will increase correspondingly. This

study is trying to suggest more accurate estimation method by considering the Bayesian

framework. By using empirically well-known or noninformative information, inducing

the proper posterior distribution and applying the Bayes estimate which is minimizing

the error loss into the credibility method, we will show the advantage of Bayesian in-

ference by comparison with current approaches. The comparison is implemented with

square root rule which is a widely accepted method in insurance business. The con-

vergence level towarding to the true risk will be compared among various approaches.

This study introduces the alternative way of redcuing the error to the auto insurance

business fields in need of various methods because of more segmentations.

Keywords: Bayesian inference, noninformative prior, partial credibility, risk segment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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