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요율상대도 산출시 일반화선형모형 활용방법

1. 선행연구

Nelder와 Wedderburn(1972)은 처음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을 소개하였다.

McCullagh와 Nelder(1983)는 다시 일반화선형모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문

을 발표하였고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였으

며, 그 예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즉 동 논문은

자동차보험의 평균손해액(Average Claim Costs)자료를 일반화 선형모형으

로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aberman과 Renshaw(1988)는 일반화선형모형이 통계학 분야에서 소개

된 이후 보험의 요율산출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Haberman과 Renshaw(1988)는 동 논문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이 자동차보험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Herberman과 Renshaw는 손해보험의 손해액분포를 일반화

선형모형으로 적합 시키는 방법, 생명보험에서 사력변화(the Variation in

Force of Mortality)를 나타내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Holler외 3인(1999)은 요율상대도 산출방법에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용하

는 방법을 연구․제시하였다. Keith외 3인은 단변량을 사용하여 상대도를

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변량을 사용하여 상

대도를 산출하는 수학적인 전통적인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전통적

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소개하고, 동 통계모형의 장점을 소개, 증명하였다. 그리고 Keith

외 3인은 신용보험의 예로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요율상대도를 산출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Keith외 3인은 일반화선형모형이 개인보험

(Personal Lines)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사고데이터를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로

분리해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요율상대도를 산출하고, 사고빈도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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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송 또는 음이항 분포의 구조가 주로 적용되고, 사고심도는 감마 및 로그

노말(Lognormal)분포의 구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상대도 산출모

델의 구조는 곱셈구조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화선형모형 적용방법분야에서 ‘모형구조를 곱셈으로 하는 것

또는 덧셈구조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및 ‘사고빈도와 심도로 나누어 분석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고심도와 빈도를 모두 포함한 위험보험료 단위

로 분석하는 것이 좋은 지’등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Murphy외 3인(2000)은 일반화 선형모형을 개인보험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Murphy외 3인은 Brockman과 Wright가 일반화선형모형을 개

인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실무적으로 적용하

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증권별 위험보험료를 평가하는데

일반화선형모형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하여 가

격탄력성 커브를 평가하는 방법, 비용과 수요측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

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Anderson외 5인(2003)은 보험통계를 이용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

는 방법을 실제 요율산출 종사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Duncan외 5인은 동 자료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의 일반이론, 일반화선형모형

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의 종류, 모델 선택, 모델 정제화, 해석방법 등을 설

명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할 때 분포가정에 대한 연구는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사고심도에 관해서는 일반화선형모형을 심

도에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감마분포와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

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분포 외에도 로그노말(Lognormal)도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심도자료에 대하여 로그를 취하여 자료를 변환시켜 일반화선형모

형(정규분포)을 적용하면, 심도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모형식이 선

형으로 된다. 즉 심도자료에 로그를 취하고 일반화선형모형을 취하는 것은

심도자료에 로그노말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형적

용방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심도자료에 일반화선

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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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ang과 Moncher(2000)는 심도자료를 이용하여 일반화선형모형으로 요율

상대도를 산출할 때 감마분포가 로그노말보다 더 정확성과 효율성이 뛰어

나다고 주장하였다. Lyuang와 Moncher(2000)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

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일반화선형모형을 사고빈도에 적용

할 때에는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와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가 유용하다는 연구를 입증하였다(Apostolaskis 1998).

이들 연구이외에 자동차보험통계로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하여 요율상대

도를 산출할 때 발행하는 과대산포(Overdispersion)를 해결하는 방법(Ismail

및 Jemain 2007), 일반화선형모형과 신뢰도의 관계(Ohlsson 및 Johansson,

2004, Nelder 및 Verrall, 1997), 일반화선형모형을 준비금에 적용(Mack

1991 및 1994; Renshaw Arthor E 1995; Verrall, Richard J 2000; Wright

1990 및 1993)등과 같이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

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요율산출분야에서는 일반화선형모형이 처음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제 적용방법

이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 일반화선형모형을 활용한 요율산출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우석 외 1인(2008)이 자동차보험에 일반화선형모형

(GLM)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최우석 외 1인(2008)은

Smyth-Jorgenson(2002)이 적용한 바 있는 Tweedie's Compound 포아송 분

포 가정하에 평균과 분산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DGLM을 우리나라와 호

주의 자동차보험 통계에 적용하였다.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정 공변량

들의 경우 청구빈도와 규모에 동일한 또는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요율요소(특히 할인할증 제도)간 위험도 편차가 있

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간 보험료 양극화 문제가 심

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우석외 1인의 분석은 Jong 과

Helle(2008)이 책자에서 제공한 호주 자료를 활용한데 지니지 않고, 분석에

사용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통계도 사고빈도(사고발생률) 자료만으로 한정

되었다. 또한 최우석외 1인의 연구결과는 자동차보험료 산출방법의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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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 아닌 DGLM을 적용하는데 국한된 연구결과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를 볼 때 자동차보험 요욜산출에서 일반화선형모형

을 적용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현재 외국에서 자동

차보험 요율산출에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추세 등을 볼 때 자동차보

험 요율산출 시에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의 기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화선형모형을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에 적용할 때 고려

해야할 많은 문제들, 그리고 외국에서 논의되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통계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의 일반

적인 이론을 우선 살펴보고, ‘요율산출에 실질적으로 일반화선형모형(GLM)

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우

의 타당한 모델’, ‘사고심도와 사고빈도 모형결정 시 적합한 연결함수(Link

Function) 선택문제’, ‘모형을 적합 시키는 방법’, ‘적합된 모형의 해석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반화선형모형 이론

가. 일반화선형모형의 구성

일반화선형모형이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1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효

과를 측정하는 기존의 선형모형을 일반화시킨 모형이다. 좀 더 명확한 설명

을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을 구성하는 3가지 기본성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

겠다. 첫 번째로 랜덤성분(Random Component)인데 이것은 종속변수(또는

반응변수) Y의 확률분포를 규정하는 성분이다. 즉, 표본의 크기가 N이며 종

속변수의 관측 값을  라고 할 때 일반화선형모형은 N개의 Y들이 서로 독

립임을 가정하며 일반화선형모형의 랜덤성분이 지수족(Exponential Family)

에 한해 Y의 확률분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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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성분인 체계적성분(Systematic Component)은 모형의 예측변수로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규정하여 확률분포의 평균인 Y의 기댓값  을

나타낸다. 즉 Y는 설명변수들( )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일반화선형모형의 세 번째 성분은 연결함수(Link Function)로 첫 번째 성

분인 랜덤성분( )과 두 번째 성분인 체계적성분()을 연결하며 또

한 두 성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일반

화선형모형들은 연결함수로써 항등함수(Identity), 로그(Log)함수 등을 포함

하여 다양한 연결함수의 적용이 가능하다. <표 Ⅲ-1>는 대표적인 일반화선

형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연결함수들 이다.

기존의 선형모형은 구성성분인 랜덤성분에 대해 정규분포만을 가정하였

고, 세 번째 구성요소인 링크함수를 아래와 같은 항등함수(Identity

Function)만을 허용한 제한적인 모델이다.

           (Ⅲ-1)

하지만 일반화선형모형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 없이 랜덤성분인 Y가 지수

분포인 여러 가지 분포들에 적용이 가능하며 링크함수 역시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단조증가 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온 선형모델은 동분산(Homoskedasticity)을 가정하는 반면 일반화선형

모형에서는 분산이 평균의 함수형태로 나타내어진다.

   8) (Ⅲ-2)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일반화선형모형에서 Y의 기본적인 확률분포인 지

수족(Exponential Family)의 일반 형태는 다음과 같다.

8) 은 가중치이며 포아송, Binomial, Negative Binomial등의 모델에서는 1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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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Ⅲ-3)

이때 는 추정해야할 모수이며 은 가우시안(Gaussian), 감마(Gamma),

역가우시안(Inverse Gaussian) 등에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가중치이다. 각 관측치 가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샘

플의 관측치의 결합분포(Joint Density of the Sample of Observations )

는 다음과 같다.

  
  

  




 

  (Ⅲ-4)

또는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Ⅲ-5)

마지막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식(III-5)의 우도함수에 로그(Log)를 취한

뒤에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를 최대화 시키는 과 를 측

정하게 된다.9)

   
  




 

  (Ⅲ-6)

일반적으로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 시키는 과 값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

리즘(Algorithm)으로 Newton-Raphson 또는 IRLS 알고리즘이 이용 된다.10)

9) 식(Ⅲ-6)을 최대화시키는 과 값은 식(Ⅲ-5) 또한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식(Ⅲ

-5)의 식에 로그를 취한 뒤에 계산이 간편한 식(Ⅲ-6)을 이용하여 과 값을

측정하게 된다.

10) Newton-Raphson과 IRLS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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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족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분포함수가 지수족

분포이므로, 분포의 정의에 따라 동 분포를 전 영역에 대하여 적분(또는 합

산)할 경우 그 값은 1이 된다. 즉,   이다.

이 식을 에 대하여 미분하여 0으로 놓으면 다음의 식과 같이 된다.



 





 


 이고, (Ⅲ-7)

여기서 는   log인 log-likelihood이다. 그리고




는score이며, 

 

 





이다.

  log (Ⅲ-8)

이 식에 앞의 지수족 일반식 식(Ⅲ-3)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평균과 분

산을 계산할 수 있다.

  
  ′   , 

 ″ 
  ′   



이다. (Ⅲ-9)

따라서  ′ 이고,  ″이 된다.

이 식에 따라 지수족의 분산을 계산해보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결되지 않으며 일반화선형모형 이외의 모델에서도 사용되는 최적화방법의 이론

적 소개에 불과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Newton-Raphson과 IRLS 알고

리즘에 대한 논의는 대학원 수준 이상의 거의 모든 계량경제학 책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Newton-Raphson에 대해서는 Cameron 과 Trivedi(2005)에서 자세

히 다루고 있다.



48 연구보고서 2009-05

Family
canonical

link
이 름 분 산

Binomial log  logit  

Gamma   inverse 

Gaussian  identity 1

Inverse-Gaussian   1/mu^2 

Poisson log log 

Negative Binomial log log  

<표 Ⅲ-1> canonical 연결(link) 및 분산(variance) 함수

   자료 : Venables,W.N.,Ripley,B.D.(2002), p185

나. 일반화선형모형의 종류

일반화선형모형에 해당하는 분석모델들이 매우 많은 게 사실이며11), 다양

한 일반화선형모형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

분기준은 종속변수의 연속성이다. 자동차사고 시 사고액(사고심도)과 같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와 교통사고 빈도처럼 연속적이지 않은 이산

변수(Discrete Variable)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비연속변수 중 특히 교통사

고나 병원방문 횟수와 같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0,1,2,3,4,…)처럼

셀 수 있는, 즉 종속변수가 0과 양의정수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건수변

수(Count Variable)12)라고 한다.

11)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로짓(Logit) 또는 프로빗(Probit)도 GLM

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GLM의 범주에 속한다.

12) 건수변수의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분석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Cameron and

Trivedi (1986)의 계량경제학 서적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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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분포

건수변수

(사고빈도)

연속변수

(사고심도)

Poisson

Negative Binomial

Zero Inflated poisson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Hurdle

Zero-Truncated Poisson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등

Gaussian

Lognormal

Log-Normal(Log-Linked Gaussian)

Gamma

Inverse Gaussian 등

<그림 Ⅲ-1> 종속변수의 연속성 여부에 따른 GLM의 분류

건수변수를 분석하는 적합한 GLM 분석모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포아

송(Poisson)이 있으며 이밖에 음이항 분포(NB: Negative Binomial), Zero

Inflated poisson(ZIP),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ZINB), Hurdle,

Zero-Truncated Poisson(ZTP),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ZTNB)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계량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 중에 있다.

지수분포 형태의 연속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화선형모형(GLM)의 분

석모형은 가우시안(Gaussian), 로그노말(Lognormal), Log-Normal(또는

Log- Linked Gaussian), 감마(Gamma), 역가우시안(Inverse Gaussia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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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수변수(Count Variable)를 위한 일반화선형모형

가) 포아송(Poisson)

1년 동안 자동차 사고빈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수, 입원 수, 어느 지역

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백과사전 한 페이지에 나

타난 한자의 수, 창문 유리 한 장에 나 있는 긁힌 자국의 수 등과 같이 희

귀한 사건의 발생횟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단위구간 내에서 ‘성공’의 출현 횟수를 Y로

정의하면, 확률변수 Y는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될 경우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한다.

어떤 시간 또는 공간(또는 물질의 부피)으로 표시되는 구간에 있어서 특

정 확률사상이 발생한 건수를 Y라고 하면 Y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독립성: 겹치지 않는 구간 내에서의 ‘성공’ 횟수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즉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단위형태로 갖는 구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 구간이나 다른 구간에서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발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비군집성(Lack of Clustering): 극히 작은 구간 내에서 둘 이상의 성공

이 일어날 확률은 0으로 간주한다. 즉, 구간의 무한히 짧은 부분에 그 사건

이 한 번 이상 일어날 확률은 무시된다.

(3) 비례성(Proportion): 충분히 짧은 구간 내에서 정확히 1번의 ‘성공’이

발생할 확률은 그 구간의 길이에 비례한다.

(4) 이론적으로는 그 구간에서는 관찰대상 사건이 무한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조건이 만족될 때 확률변수 Y의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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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Ⅲ-10)

또는 지수분포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ln   ln  (Ⅲ-11)

y는 0, 1, 2, 3...의 성공 횟수를 나타내며 는 단위구간 당 ‘성공’의 평균

출현횟수로 아래와 같다.

 exp (Ⅲ-12)

포아송 분포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에 기반

을 두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exp= μ (Ⅲ-13)

포아송 모델은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방법을 이용하여 (ML: Maximum

Likelihood)추정하며, 최우추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ln   ln  (Ⅲ-14)

포아송 모델은 건수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초기적인 모델이

면서 여전히 실증분석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다소 제약적인 가정 하에 만들어진 포아송 모형은 실

제로 많은 실증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다보면

13) 모든 값에 대하여  ≥ 이고   이므로 이것은 확률분포의 조건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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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평균보다 작거나 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분산이 평균보다 작아

서 생기는 문제를 저산포(Underdispersion)라 하고 반대의 경우를 과대산포

(Overdispersion)라 한다. 일반적으로 분산이 평균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

며 과대산포의 경우 포아송 모델 대신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모델

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참고로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때문에 과대산포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계량모델에 중요변수를 생략했을 때도

과대산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을 둘 때, 과대산포

의 경우 음이항분포를 사용하는 대신 충분히 설명력이 있는 중요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키고 포아송을 사용해도 무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충분히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과대산포의 원인으로 연구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이상치

(Outlier)들이다. 과대산포는 이상치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이상치들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기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치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5장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과대산포는 중요한 교호작용 변수

(Interaction Term)들을 분석모델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과대산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나)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제약적인 포아송분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

들어진 모델이 음이항분포(NB: Negative Binomial) 모형이다. 즉, 음이항분

포 모형은 과대산포의 경우 부적합한 포아송모델 대신 포아송과 감마

(Gamma)분포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확률분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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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5)

음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Ⅲ-16)

 
  




(Ⅲ-17)

즉 음이항분포의 분산은 평균에 


를 곱한 값이다. 


에서 를

로 치환한 다음 식(III-15)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다.

    
  

 




 


(Ⅲ-18)

   (Ⅲ-19)

   ,    (Ⅲ-20)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의 최우추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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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ln




(Ⅲ-21)

식(III-19)과 식(III-20)에서 보듯이 음이항분포는 분산이 평균보다 항상 크

고(과대산포) 과대산포의 정도는 가 커질수록 같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평균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과대산포의 문제는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Heterogeneity)이나 발생 사건

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 0보다 큰 값

을 가지게 된다. 과대산포의 경우 표준오차(Standard Error)가 실제보다 작

게 측정되며(Underestimated) 결과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위험변수도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표

본(Sample)에서 Y의 평균과 분산의 크기를 비교하여 분산이 평균보다 클

경우 과대산포가 존재한다고 결정하고 포아송 대신 음이항분포모형을 사용

하게 되는데 이때, 좀 더 정교한 테스트가 요구된다. 즉, 본 연구의 실증분

석 자료를 볼 때 대인배상I의 경우 평균은 0.047이며 표준편차는 0.222이므

로 분산이 0.049로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

들이 분산 0.049가 평균 0.047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쉽게 음이항분포

(Negative Binomial)모델을 적용하곤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결정일 수 있

다. 포아송과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모델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

기 위해선 주의 깊은 테스트가 필요하다.

실제로 모델을 분석하는 경우 과대산포 테스트가 아닌 ‘조건부 과대산포

(Conditional Overdispersion)’ 테스트를 해야 한다.

   (Ⅲ-22)



  
(Ⅲ-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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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송 모델을 이용해 각 관측치에 대해 exp의 측정치인 를 계산

하고 식(Ⅲ-23)에 의해 를 계산한다. 그 다음 식(Ⅲ-22)을 최소자승법(OLS)

으로 추정하고    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많은 통계프로그램에서는

과대산포 테스트의 결과가 식(Ⅲ-20)에 있는 와 0을 비교하는 테스트로 이

루어진다. 즉      인지를 테스트 하게 되는데 이 논리는 위에서 언급

한 과대산포 테스트와 같으며 결과의 해석도 같다. 즉, 식(Ⅲ-20)에서 가 0

보다 크면 음이항분포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포아송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식(Ⅲ-18)의 에 0을 대입할 때 식(Ⅲ-18)이

포아송 분포 식(Ⅲ-10)과 같아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2) Continuous Parameter Binomial(CPB)

실제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과대산포 때문에 평균과 분산

이 같다는 제약적인 가정에 기반한 포아송 모델 대신 음이항분포를 사용하

게 된다. 하지만 저산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으며 이럴 경우

에는 과대산포와 반대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과대 측정하게 되고

결국 유의한 위험변수를 유의하지 않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

므로 저산포의 경우 포아송이 아닌 CPB(Continuous Parameter Binomial)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24)

   (Ⅲ-25)

   ,      (Ⅲ-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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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단순한 Scaling 요소(Factor)이며, CPB의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작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III-26)에서 가 0보다 작으면 CPB를 사용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포아송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CPB의 최우추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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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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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Ⅲ-27)

다)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ZINB)와 Zero-Inflated Poisson

0을 포함하는 건수변수는 과대산포 또는 저산포의 문제 이외에도

Excessive Zero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건수변수를 다루는 일반화선형모형

들은 주로 보건경제학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Excessive Zero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경제학에서 흔히 이용되는 예를 이용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종

속변수가 개별 학생들의 학교 결석일수라고 가정해 보자. 일정 기간 동안

결석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데이터 상에 0으로

기입될 것이다. 하지만 결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러 타입으로 그룹화

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석하지 않은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첫 번째 학생은 아프면 결석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집적하는 일정 기간 동안 아프지 않아서 0이라는 종속변수로 귀결될 수 있

다. 두 번째 학생은 아파도 부모님의 강한 권유로 인해 결석하지 않는 성향

을 가지고 있어 항상 0이라는 값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두 번째 학생과 같

은 성향을 가진 학생들로 인해 종속변수에 0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바

로 Excessive Zero 또는 0이 부풀려졌다는 의미로 Inflated Zero라고 한다.

결국 Excessive Zero가 의미하는 것은 수많은 종속변수 0이라는 것들이 수

학적으로 0이라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경제학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

으며 이런 차이가 계량분석 모델에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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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송과 음이항분포 모형은 학생들의 다른 성향으로 인한 Excessive

Zero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진 모델이 ZINB와 Hurdle 모형이라고 하겠다. <표 III-2>에서처럼 자동차

488,139명의 표본 운전자 중 FY2005에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95.47%

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고빈도는 실제 교통사고 건수가 아닌

접수된 사고건수(Claims)이다.

Accident Freq. Percent

0 466,040 95.47

1 21,168 4.34

2 883 0.18

3 43 0.01

4 4 0

5 1 0

Total 488,139 100

<표 Ⅲ-2> 사고빈도

<표 III-2>에서도 Excessive Zero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다. 운전자 중에 한명은 실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운

전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0을 보고하게 되는 것

이지만 다른 운전자는 보험에만 가입해 있고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무사고로 인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Excessive Zero의 문제

가 있을 때 확률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포아송과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로 측정되어지는 무사고의 건수가 너무 적어 실제 데이터를 충분

히 설명할 수 없어 위험변수 계수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고 계수의 유의

성 검사의 신뢰성도 떨어져 ZINB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Pr      Pr (Ⅲ-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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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Pr (Ⅲ-29)

식(III-28)은 운전자가 0의 사고빈도를 보고(Claim)할 확률로써, 위 예의

두 번째 성향의 운전자로 항상 0을 보고 할 확률()에 첫 번째 성향의

운전자( 이지만 사고를 내지 않을 확률( Pr(0))을 더해주는 것이

다. 반면 식(III-29)은 운전자가 첫 번째 성향의 운전자( 이면서 사

고를 낼 확률(Pr)을 계산한다.

ZINB의 경우 Pr와 Pr 부분에 음이항분포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확

률분포이다. 반면 ZIP의 경우 Pr와 Pr 부분에 포아송 분포를 적용하

여 만들어진 확률분포이다. 먼저 ZINB의 식(III-28)과 식(III-29)에 음이항분

포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유도되어질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i f    (Ⅲ-30)

    

 
 

 


 

  i f   

(Ⅲ-31)

ZIP의 경우에는 Pr와 Pr 부분에 포아송분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분포이지만 ZINB의 식(III-30)과 식(III-31)의 에 0을 대입하여 쉽게 유도되

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 f   (Ⅲ-32)

    


  

 

i f   (Ⅲ-33)

과대산포(Overdispersion)를 검증할 때 Excessive Zero를 연구자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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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판단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Excessive Zero는 Vuong

Test로 검증이 가능하며 Vuong Test의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Excessive Zero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음이항분포가 아닌

ZIP이나 ZINB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ZIP 확률분포의 에 0을 대입하면 포아송이 유도되며 ZINB의 와 에

0을 대입하면 포아송으로 회귀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건수변수를 분석하

는 일반화선형모형은 포아송분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분포의 적합성

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계점을 해결하고 보완되고 있는 분석모형이다.

라) 건수변수를 위한 기타 일반화선형모형

건수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일반화선형모형 이외에도 수

많은 일반화선형모델들이 계량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모

델들도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경제학자들은 환자가 입원했을 경

우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할 지에 대한 예측을 위해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종속변수는 환자 당 입원일수가 될 것이다.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 입원일수는 1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며 자연히 건수 종속변

수에서 0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포아송의 경우 0이 관측될 확률이

exp 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0이 없는 건수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포

아송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Zero-Truncated Poisson(ZTP), 또는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ZTNB)을 이용하게 된다.

ZTP의 확률분포는 포아송 분포가 0이라는 건수변수를 측정하고 있기 때

문에 이 부분을 조절한 분포이다. 즉 0이 관측될 확률이 exp 이기 때

문에 0이 아닌 기타 건수변수가 관측될 확률을 1- exp 로 정의하고 포

아송 분포에 적용하는 것이다.

          
 

(Ⅲ-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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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P의 최우추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ln  ln  
   (Ⅲ-35)

식(III-34)에서 보듯이 ZTP는 포아송을 ‘1-exp ’로 나누어준 개념이다.

ZTNB도 같은 논리에 의해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를 0이상의 건수

변수를 볼 확률로 나누어준 개념이다. ZTP와 ZTNB는 자동차 보험에서 사

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기회를 통해 다루기

로 하겠다.

Zero Excessive의 경우 ZIP나 ZINB 이외에 Hurdle 모델들을 사용하기

도 한다. Hurdle 모형들은 Zero-Alternated Poisson(ZAP)과 Zero-

Alternated Negative Binomial(ZANB)로 불리기도 하는데, Hurdle 모형들

이 ZIP나 ZINB와 가장 다른 점은 사고를 낼 확률부분인 Binary 부분(y=0)

이 건수 부분(y>0)과 별도로 추정되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ZIP나

ZINB는 Binary부분을 Probit으로 추정하고 건수부분에 적용되어지지만

Hurdle의 경우 Binary부분이 Logit이나 Probit으로 추정되고 건수 부분이

별도로 ZTP나 ZTNB로 추정되어 두 부분을 한 번에 추정할 수 있는 편리

함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으로 발전된 모형이 아니다.

이 밖에도 건수변수를 이용한 다른 다양한 일반화선형모형들이 개발되고

있다. <표 Ⅲ-3>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일반화선형모형들이 이론적으로는

개발되어져 있지만 많은 모델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거의 적용되어지

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관련 통계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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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종류 기타 일반화선형모형의 종류

Cross Section

데이터

Zero-Truncated Poisson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Truncated Poisson

Truncated Negative Binomial

Hurdle Models

Censored Poisson

Censored Negative Binomial

Poisson Selection Models

Negative Selection Models

Negative Binomial with Endogenous Stratification

Generalized Poisson Model

Generalized Negative Binomial 등

패널 데이터

Poisson with Gamma-Distributed Random Effect

Poisson with Gaussian-Distributed Random Effect

Negative Binomial with Beta-Distributed Random Effect

Negative Binomial with Gaussian-Distributed Random

Effect 등

<표 Ⅲ-3> 기타 일반화선형모형

2)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를 위한 일반화선형모형

가) 가우시안(Gaussian)

가우시안 모델은 1800년대에 Karl Friendrich Gauss에 의해 만들어진 모

델로 표준분포(Normal Distribution)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가우시안 모델

인 표준분표 모델은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OLS)로 불린다. 즉 일반화선형

모형은 최소자승법(OLS)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델이다. 이는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식(Ⅲ-3)과 같은 일반화선형모형에서 Y의 기본 확률분포인 지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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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nential Family)의 일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증

명할 수 있다.

  





  

(Ⅲ-36)

즉, 위의 가우시안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p
  

 

  (Ⅲ-37)

   exp
 

 



 

  (Ⅲ-38)

식(Ⅲ-3)과 식(Ⅲ-38)을 비교할 때 가우시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일반화선형모형의 한 종류이다.

    (Ⅲ-39)

   




(Ⅲ-40)

′    (Ⅲ-41)

″    (Ⅲ-42)

   (Ⅲ-43)

마지막으로, 가우시안의 최우추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Ⅲ-44)

하지만 가우시안 모델은 2장에서 증명했듯이 자동차 보험요율을 분석하

는데 적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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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og-Linked 가우시안(Log-Normal) 모델

가우시안 모델의 활용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으나 많은 경우 데이터

의 분포가 표준분포를 따르지 않고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데이터의 분

포가 표준분포가 아님을 알면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일반화선형모형이 난해

하다는 이유와 통계프로그램의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가우시안 모델을 이

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모수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양산

하게 된다. 잘못 추정된 모수와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분석된 결과가

요율정책 등에 반영될 경우 사회적 효용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계량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가우시안 모델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모델이 Log- Normal

모델이다. Log-Normal 모델은 가우시안과 같지만 연결함수(Link Function)

를 항등함수(Identity Function)가 아닌 로그함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모델은 차이가 있다.

로그 연결함수를 이용한 가우시안의 최우추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exp exp





 


  (Ⅲ-45)

Log-Normal 가우시안의 최우추정함수인 식(Ⅲ-45)은 가우시안 최우추정

함수인 식(Ⅲ-44)의  대신 exp이 이용된 것이다.

다) 로그노말(Lognormal) 모델

Log-Normal 또는 Log-Linked 가우시안 모델은 가우시안 모델에 연결함

수를 항등함수가 아닌 로그함수를 이용한 모델이다. 반면 로그노말

(Lognormal) 모델에서는 체계적 성분(Systematic Component)인 대신에

반응변수(Response Variable) 에 로그 값을 취한 뒤 가우시안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즉 반응변수에 로그 값을 취하면 지수분포를 가진 데이터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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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로그 값을 취한

반응변수가 표준분포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연결함수는 항등함수를 사용

하며 이로 인해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도 매우 용이하다.

많은 경우 반응변수의 값을 로그 값으로 변환할 때 자료의 분포가 표준

분포 모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Ⅲ-2>는 로그 값으

로 전환하기 전 대인 I의 사고심도 분포이다.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지수분

포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Ⅲ-3>은 대인 I의 삼고심도 값에 로그

변환 후의 분포이다. <그림 Ⅲ-3>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고심도에 로그 값을

취하면 표준분포에 매우 가까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로그노말

(Lognormal) 모델이 유용한 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
.2

.4
.6

%

0 5.00e+07 1.00e+08 1.50e+08 2.00e+08
Average Claim Severity

<그림 Ⅲ-2> 대인I 사고심도: 로그값 변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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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대인I 사고심도: 로그값 전환 후

라) 감마(Gamma) 모델

감마모델은 반응변수가 0 또는 양의 값을 가질 때만 적용 가능한 모델이

다. 주로 반응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이용되지만 다양한 범위의 값을 가지

는 건수변수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Ⅲ-46)

식(Ⅲ-46)은 지수함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ln


 


ln

 ln

 (Ⅲ-47)

감마모델에는 일반적으로 역 연결함수(Inverse Link Functio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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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al Function)  


이 적용된다. 그래서 감마모델의 경우 역연결

함수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감마모델의 최우추정함수는 역연결함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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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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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Ⅲ-48)

감마모델에 로그 연결함수를 이용한 로그감마(Log-Gamma) 모델의 경우

는 반응변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이용된다. 예를 들면, 환자의 입원을 전

제하여 입원기간이 반응변수가 되는 경우이다. 역연결함수 대신에 로그연결

함수가 사용되어 결과의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역연결함수 보다는 로그

연결함수를 이용한 로그감마모델이 실무에서 주로 이용되기도 한다.

ln   
  





exp 


 


ln
 ln


 (Ⅲ-49)

마) 역가우시안(Inverse Gaussian) 모델

역가우시안 모델은 일반화선형모형(GLM) 중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낮은 모델 중 하나이다. 역가우시안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III-50)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수형태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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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III-51)

마지막으로 역가우시안의 최우추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III-52)

다. 일반화선형모형의 기타 내용

1) Deviance 및 Residual

Deviance는 모델에 어떤 변수를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모델간 우위를 판

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이다. 어떤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판정은 포화모델(saturated model)과 하부모델(sub-model)의

Deviance차이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변수선택과 모델선택을 위해서는 두 모델 간에 통계량의 차이가

어떠한 분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모델 차이 통계량은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도되어진다.

먼저  인 n개의 변수를 가정하자. 각 변수의 모수를 라

고 하면 변수 는         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모수 추정값 는 canonical 연결함수인 G를 이용하여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이들 변수의 음지수우도함수(minus-log-likelihood)의 값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Ⅲ-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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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Ⅲ-53)에서  


로 대체하면, scaled deviance 

는 식(Ⅲ-5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Ⅲ-54)

모델에 대한 deviance인 은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scaled

deviance는 자유도가 n-d-1인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방법으로 하부모델(submodel)의 deviance를 구하고, 이것을 라

고 한다면, 포화모델과 하부모델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Ⅲ-55)의 통계량은

′의 자유도를 가진 분포를 따른다.




(Ⅲ-55)

따라서 식(Ⅲ-55)의 통계량을 이용하면 포화모델과 하부모델에 차이가 있

는지의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잔차(residual)는 선택된 통계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여부 및 이상치

(outlier)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통계량이다. 선형회귀모형에서와 같이 일

반화 선형회귀분석에서도 잔차(residual)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 여기서 이다.

잔차를 분산함수로 정규화 시키면 Pearson residual이 된다. Pearson

residual은 식(Ⅲ-56)과 같다.






(Ⅲ-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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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Ⅲ-56)로 계산된 잔차(residual)나 일반적인 잔차값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즉 일반화회귀분석으로 추정한 추정값(estimates)과 잔

차의 그래프를 보고, 두 값으로 표현된 점들의 분포되는 모양에 따라 설정

된 모형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AIC와 BIC

위에서 잔차값을 이용하여 특정 변수의 설명력을 판정하거나 적용 가능

한 여러 가지 모델의 우위를 검증하기위해 활용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

였다. 하지만 잔차값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독립변수를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추가 및 삭제하여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증분

석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의 방법론이 주로 이용된다.14)

  ln  (Ⅲ-57)

  ln ln (Ⅲ-58)

L은 최대우도값(Maximized Value of Likelihood Function) 이며 는 독

립변수의 개수로서 AIC와 BIC는 연구자가 임의로 독립변수를 증가시켜 잔

차값을 감소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패널티(Penalty)를 부과하고 있다. AIC와

BIC의 차이점은 AIC에 비해 BIC가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패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것이며, AIC와 BIC 모

두 작은값의 모델이 더 작은 값인 모델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모델간에 AIC와 BIC값의 차이가 2와 6사이의 값이면 값

이 작은 모델이 약간 선호된다. AIC와 BIC의 값 차이가 6과 10사이의 값이

면 값이 작은 모델이 선호된다고 하고 값 차이가 10 이상이면 값이 작은

14) 일반적으로 AIC보다는 BIC가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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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매우 선호된다.

AIC와 BIC의 절대값 차이 모델의 선택

2 미만 차이 없음

2 초과 6 미만 약간 선호

6 초과 10 미만 선호

10 이상 매우 선호

<표 Ⅲ-4> AIC와 BIC 값의 비교와 모델의 선택

3. 자동차보험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

가. 자동차보험 통계의 특징

자동차보험 통계는 계약자료와 사고자료가 상호 연계된다. 보험계약자료

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보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공된다. 그리고 계약자료의 정보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다. 그

러나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갱신할 때에는 계약자료의 특징들이 변경된다.

즉 연령도 한살 더 많아지고,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면 할인할증률은 1단계

내려가고, 사고가 있었다면 평가된 만큼 할인할증률이 올라간다. 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1년 지났으므로 가입경력기간도 1년 증가한다. 사고

자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사고가

났는지의 여부와 사고가 났다면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의 여부가 기

록된 자료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사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

여 계약자료와 사고자료를 서로 연계하여 분석한다.

계약자료와 사고자료를 연계할 때 위험도(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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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요소들은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이다. 예를 들어 가입경력을

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등으로 구

분된다. 할인할증도 100%인 사람, 90%인 사람, 80%인 사람 등으로 구분된

다. 연령의 경우는 연속형 자료이지만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에서는 유사한

위험을 가진 연령끼리 그룹을 만든다. 즉 저연령층인 20세 이하연령, 21세

부터 30세 이하 연령, 30세 초과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범주형 자료

(categorical data)를 만들게 된다.

자동차보험 통계에서 통계모형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범주형

자료이므로, 자동차보험 통계분석은 범주형 자료분석에 해당되는 방법이 적

용된다.

자동차보험 통계모형에서 통계모형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료에는 연

속형 자료와 건수 자료(count data)가 모두 해당된다. 연속형 자료

(continuous data)는 보험금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 즉 자동차사고가 나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론적으로 1원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며 금액도 1원단

위로 계산된다. 위험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동차보험 중에서 사고심도라는

변수가 있으며 사고심도에 해당되는 항목이 연속형 자료인 보험금이다. 건

수 자료(count data)로는 사고발생 건수가 있다. 0, 1, 2, 3처럼 보험계약기

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거나, 1건을 내었거나, 2건을 내었

거나, 3건 이상을 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비연속변수이다.

종속변수 자료의 특성은 보험종목과 담보별로 차이가 있다. 종속변수 자

료의 분포는 자료의 연속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사고발생

건수 자료라면, 자료가 포아송분포 또는 음이항 분포의 특성을 보일 수 있

다. 보험금 자료는 지수분포, 감마분포 또는 로그노말 등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종속변수의 분포 특성을 반영하여 통계분석을 할 때 자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료의 특성이 파악된 통계모형을 가지고

요율을 산출할 때 보다 정확한 요율산출이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산

출을 할 때 통계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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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방법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일반화선형모형 이론에 따라 실제 어떠한 방법

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이 활용되는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에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첫째 통계정리, 둘째

상대도 모형설정, 셋째 모형적합, 넷째 결과의 해석의 절차를 따른다. 통계

정리 부분은 자동차보험통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계모형에 적합 시키기

전에 통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며, 상대도 모형의 설정 부

분은 요율상대도의 모형가정에 따라 어떠한 모형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

분이다. 그리고 모형적합 부분은 ‘통계정리’ 단계 및 ‘상대도 모형설정’단계

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실제 자료를 모형에 적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이다. 자료적합 부분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해석부분은 앞의 ‘모형적합’

부분에서 추정된 값 을 변수별 특성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1) 통계정리

자동차보험 통계자료는 종속변수 자료와 독립변수 자료가 있다. 이중 종

속변수 자료는 사고건수와 같이 건수변수(count variable)이거나 1사고 당

보험금과 같이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다.

통계모형에 적용되는 독립변수 자료는 범주형 변수와 연속변수가 혼합되

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요율은 군집 또는 범주형 기준에 따라 산출ㆍ

적용되므로 연속형 독립변수 자료는 범주형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자동차보

험에서 범주형 자료의 예를 들면, 연속변수인 가입경력은 최초가입자,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운전자 한정특약에서는 기본가입, 가족운전 한정특약가입, 부부

운전 한정특약가입, 1인 운전 한정특약으로 구분된다. 차종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다인승 1종, 다인승 2종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범주형 자료의 특성을 갖는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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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자료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으나, 운전자 연령등과 같이 연속형 자료는

자동차보험의 운영특성에 맞는 범주형 자료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즉, 자동

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독립변수의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로 산출되

므로, 독립변수가 연속형일 경우 명시적인 독립변수별 요율수준을 산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요율결정시 독립변수 중에서 연속

형 변수의 경우도 유사한 위험집단별로 그룹을 나누어 범주형 자료로 변환

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범주형 자료로 변환하는 기준은 위험도가 유사한 그

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자신의 영업측면

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연령별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도가 유

사한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연령별로 사고발생률 또는 1사고 당 손해

액을 산출한 후 요율산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율산출자

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통계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계모형으로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서 사용되는 Tree모델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연령그룹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 연령그룹은 요율산출자의 임의

적 판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의 경우에 연령그룹을

20세 이하, 21세 이상 26세 이하, 27세 이상 50세 이하, 51세 초과 60세 이

하, 61세 이상 등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Tree모형을

적용하여 유사위험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령그룹을 나누었으며, 연령그룹의 적정 위험도를 산

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 모형설정

모형설정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료에 적합한 분포를 선택하는 단계,

가장 부합된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료에 부합되는 분포를 결정하는 단계를 보

면, 종속변수를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로 구분할지 아니면 사고빈도와 사고심

도가 모두 포함된 순보험료법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사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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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사고심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사고빈도에 부합된 분포와 사고심도에

부합되는 분포가 다르다. 따라서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고빈도와 사고

심도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

(Ohlsson과 Johansson, 2004)15)에서도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요율상대도

산출에 적용할 때 표준이 되는 방법은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구분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분포는

매우 다양하다. 이중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고

빈도에서는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이고, 사고심도에서는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 로그노말

(Lognormal)이다.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모두 합한 순보험료 기준으로는

트위디분포(Tweedie distribution)가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에 이처럼 다양한 분포를 적용할 수 있지만, 종속변

수 자료와 적용하려는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분포차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 요율위험도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보험 요율산

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포는 <표 Ⅲ-5>와 같이 몇 가지 분포로 한정

된다. 즉 사고빈도나 사고건수 분포로는 포아송 분포를 사용하고, 평균보험

금(1사고 당 손해액) 분포로는 감마분포가 실무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한정된 분포가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합

한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분포를 자료에 적합해보고

가장 부합된 분포모형으로 요율을 산출하였다.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사고

빈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해야 한

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자료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

한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포아송 분포와 현실자료 간에 발생하는 괴리

때문에 음이항분포가 사고빈도 자료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분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포아송 분포와 음이항 분포 등을 포함한 다

양한 일반화선형모형을 모두 통계자료에 적합시키고 이중에서 가장 부합된

통계모형을 선택하여 요율산출에 적용하였다.

15) Ohlsson,E.,Johansson,B.(2004),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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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적합한 연결함수(link function)는 분포에 따라 다양하다. 포아송

분포를 보면 항등(identity), 로그(log), 제곱(square) 연결함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감마분포에는 항등(identity), 역(inverse), 로그(log) 연결함수가 적

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연결함수 중에서 통계모형과 자료를 가장 잘 적합 시킬

수 있는 연결함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통계자료와 부합된 통계

분포를 선택하고,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결함수를 최종 연결함

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계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요율산출에서는 이처럼 통계적 절차에 따른 연결함수 선택방법

이외에 고려해야할 요인이 있다. 즉 자동차보험 요율적용 체계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는 곱셈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보험계약자가 자

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연령위험도, 운전경력, 할인

할증 등 모든 위험요소별 상대위험도를 곱하여 보험계약자의 최종 보험료

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보험 요율 적용체계를 감안할 때 자동차

보험 요율산출, 특히 요율상대도 산출 시 모형은 승산모형이 가장 적합하

다.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감안하여 연결함수를 선택할 경우 가장 부합된

연결함수는 로그(log) 연결함수이다. <표 Ⅲ-5>에서와 같이 각 종속변수의 분

포에 적합한 연결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로그(log) 연결함수이다.

종속변수(Y) 사고빈도 사고건수 평균보험금 확 률

연결함수 ln(x) ln(x) ln(x) ln(x)

오 차 포아송분포 포아송분포 감마분포 이항분포

크기모수() 1 1 추정값 1

분산함수      

사전가중치
평대

(위험노출단위)
1 사고건수 1

Offset 0 ln(평대) 0 0

<표 Ⅲ-5> 보험에서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적용하는 일반적 모형

   주 : 1)은 시도가 1인 경위며, 시도가 t 이면 동 식은  로 바뀜.

자료 : Anderson 외5인,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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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적합

모형적합은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선택, 선택된 변수로 적합시킨 모형의

적합성 확인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선택은 우선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 요율체

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변수를 찾는 방법은 편차치(deviance)를 이용할 수 있다.

앞의 식(Ⅲ-55)에 따르면 포화모델(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 포함된 모든 변

수를 포함한 모델)과 하부모델(일부변수를 제외한 모델)의 각 편차치

(deviance) 차이가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포화모델

과 여러개의 하부모델을 만들어 두 모델 간에 deviance 차이의 통계량으로

포화모델과 하부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

한다. 만일 두 모델간 차이 통계량이 차이통계량의 분포의 기준 값을 초과

하면 두 모델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귀무가

설을 채택하게 된다.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포화모델과 하부모델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단순한 모형인 하부모델 자료를 설명하는 모

형으로 선택한다. 만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하부모델에 추가된 변

수가 의미 있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화모델을 선택하여 자료를 설

명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편차치(deviance)를 이용하여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편차치(deviance)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택한 이후에는 종속변수 또는

Error Term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포 및 연결함수를 선택하여 모형을 적

합 시키는 단계로 넘어간다. 모형을 자료에 적합한 이후에 해당 모형이 적

정한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확인방법은 잔차(residuals)를 이용할 수 있

다. 즉 잔차와 추정값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 상에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모형이 잘 적합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만일 추정값과 잔차값의 그래프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면 해당모형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화선형모형에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분포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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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포함수를 변경해야 한다. 즉

분포함수를 포아송함수로 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의 추정값과 잔차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면, 분포함수를 음이항 분포

로 변환하는 등, 분포함수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 추정값과 잔차값의 그래

프의 점들이 일정한 패턴이 없이 무작위적으로 흩어진 상태가 모형이 가장

잘 적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정값과 잔차의 그래프 점들에서 이상치(outlier)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해당 자료가 이상치(outlier)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치는 모형의 적합성을 떨어뜨린다. 이상치가 발견되면 원자

료를 살펴서 진정한 이상치 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자료

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자료가 모형의 설명력만 떨어뜨리는 오

류자료로 판단되면 모형에서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하고, 이상치가 아

닌 의미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면 모형에 동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결과해석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는 곱셈공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용 자동차

를 예로 들면, 차종에 따른 기본보험료에 가입자가 선택한 각종 특약요율과

가입자의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 가입자의 운전경력 요율이 곱해져

적용보험료가 산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보험요율 적용방법을 반영한 일반화선형모형을 사

용하여 요율상대도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동차보험 요율적용방법에

가장 용이한 모형적합 방법은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로그(log)함수로 정

하는 것이다. 종속변수 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연결함수의 종

류는 다양하다. 연결함수를 어떠한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형의 적합

정도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연결함수를 로그로 하는 것이 모형 적합

이후 해석이 가장 용이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요율산출에 일반화선형모형

을 적용하는 경우에 로그연결함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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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연결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요

율산출에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독립변수가

범주형(categorical)자료 이어야 한다. 범주형 자료를 통계분석에서 factor자

료라고 부른다. factor자료(범주형 자료)는 주요 기준(base)이 되는 범주를

‘0’으로 하고 나머지 범주가 ‘1’이 되도록 더미(dummy) 변수를 이용한다.

만일 독립변수가 ‘성별’변수라고 가정하면, 분석모형에서 자료의 양이 가

장 많은 남성을 기준(base)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남성은 ‘0’이 되고

여성은 ‘1’이 되는 더미(dummy)변수가 된다.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더미(dummy)변수로 변환된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

의 회귀계수(coefficient)가 0.219라고 분석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를 식

으로 표현하여 보면, ln   성별 이 된다. 이모형을 남성과 여성으

로 나누어 표현해 보면, 남성의 경우는 ln   남성  이고, 여성

의 경우는 ln   여성  이 된다. 이 식들을 변환하여 성별

계수의 원래 값을 추정하면, 남성은 남성  
 

 × 
 

 이고, 여성은

여성  
  ×   

  가 된다.

따라서 상대도 값은 기준(base)대비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상대적 값이

므로,남성
여성



 


 

   가 된다. 이것은 여성의 사고발생률이

남성보다 24.4%높다는 의미이고, 여성의 보험료를 남성보다 24.4%더 높게

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 따른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한

성별 변수의 요율상대도 값은 남성을 ‘1.000’으로 하고 여성을 ‘1.244’로 하

면 된다.

앞서와 같이 연결함수를 로그함수로 하는 경우 이외에 항등함수를 사용

하는 경우도 있다. 항등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로그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해석이 용이하다. 즉 앞서 예로 들은 모형에서 연결함수로

항등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모형은    성별 이다. 따라서 여성

의 보험료 상대도 값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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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단일 변수만을 생각할 경우에는 연결함수를 로그로 하거나, 항등함수로

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변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

한다. 로그연결함수는 변수 간 관계 및 변수내의 관계가 곱(×)의 형태이므

로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와 동일하지만, 항등함수인 경우에는 변수 간

관계가 합(+)의 형태이므로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일반화 선형모형의 해석은 어떤 연결함수를 선택하

여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합 시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연결함

수와 연관시켜서 상대도 값을 산출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og 연결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수간의 관계가 곱(×)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항등함수를 연결함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수사이의 관계

가 덧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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