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GLM 빈도 심도 분석

1. 일반화선형모형(GLM) 방법론

일반화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은 포괄적인 의미의 선형모형(LM: 

Linear Model)이며, 반응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모형이다. 정규선형

모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반응변수의 분포가 지수족에서 선택되어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화선형모형은 보험금(반응변수  )처럼 설명변수 

와 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비정규성(non-normal) 자료에 적합하다. 

일반화선형모형은 선형모형의 정규성을 배제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선형관계에 대

한 가정에서 차이가 있다. 선형모형은 식 (Ⅱ-1)에서처럼 설명변수 와 반응변수 간 

선형관계를 가정한다. 이때 ′는    인 설명변수의 행벡터이고 는 설명변

수의 계수인 의 열벡터이다. 이 식은  이외 모든 를 상수로 고정했을 때, 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가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Ⅱ-1)

반면 일반화선형모형은 식 (Ⅱ-2)에서처럼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의 기댓값인 함

수 가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때 연결함수(Link function) 는 반

응변수 의 기댓값 의 미분가능 단조함수이며 반응변수의 분포를 지수족

(Exponential family)으로 가정한다. 확률분포의 확률밀도함수가 식 (Ⅱ-3)의 형태로 

표현될 때 이를 지수족이라고 말한다. 이 확률밀도함수는 상수인 정준모수(canonical 

parameter) 와 산포모수(dispersion parameter) , 함수인 와 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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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형태가 결정된다. 

  
′   (Ⅱ-2)

   exp
    (Ⅱ-3)

지수족 확률분포는 평균이 , 분산   의 형태이고 는 의 함

수형태이다. 따라서 지수족 확률분포를 따르는 반응변수의 분산은 평균이 증가할 경우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보험자료의 특성과 유사하다. 특히 보험금 지급

금액 및 사고건수에 자주 쓰이는 지수족 분산함수는 <표 Ⅱ-1>과 같다. 

분포 연결함수 연결함수 이름 분산

Binomial log 로짓함수 

Gamma  멱수함수 

Gaussian  항등함수 1

Inverse-Gaussian  멱수함수 

Poisson log 로그함수 

Negative Binomial log 로그함수 

자료: Venables, Rispley(2002)

<표 Ⅱ-1> 정준연결함수와 분산

계수 와 산포모수 은 반응변수의 분포를 선택하고 해당 분포의  에 따라 최

대우도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따라 관찰된 표본   

에서 우도가 최대가 되게 하는 값으로 추정한다. 만약 반응변수의 분포를 포아송으로 

선택하면 식 (Ⅱ-3)의 확률밀도함수는   ,   ln ,    이 되며, 식 (Ⅱ-4)

의 로그우도를 최대화함으로써 구해진다. 

  
 

 ln    
 



ln 
    (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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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등함수를 가진 정규분포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튼-랍슨반복이나 피셔스코

어링 등 수치적 계산방법을 통해 최대화를 위한 식 (Ⅱ-4)의 1차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구한다. 

ln        ⋯  (Ⅱ-5)

  
    ⋯   (Ⅱ-6)

식 (Ⅱ-5)에서 양변에 지수를 취하면 곱으로 표현된 식 (Ⅱ-6)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화선형모형에서 연결함수로 로그를 사용하는 경우 승법성(Multiplicativity)

이 성립한다. 특히 보험데이터 분석에서 요율변수 간 상대도(Relativity)를 적용하기에 

이러한 특징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성별이 남성(성별(남성)=기준

수준,      )일 때 
에 대하여 성별이 여자일 때 (  )가 

  이면 
 

만큼이 기준수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도가 된다. 

위험집단에서 각 데이터들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다를 때 보정하는 것으로 오프

셋(offsets)을 사용한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변수들이 위험노출정도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음 절의 심도 분석에서는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사고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를 오프셋항으로 적용한다. 변수 n은 익스포져이고, 식 (Ⅱ-7)에서 ln 을 오프셋이

라고 칭한다.

ln
  ′ ⇒ ln   ln  ′ (Ⅱ-7)

   ′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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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차등화-GLM을 이용한 분석

GLM을 이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실제 데이터에 대한 빈도와 심도를 분석하고자 한

다. 빈도와 심도는 데이터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포아송분포와 감마분포로 가

정한다. 빈도의 종속변수는 사고건수로 예를 들면 0건, 1건과 같은 이산형 변수인 반

면에 심도의 종속변수는 사고금액으로 0원 초과의 연속형 변수이다. 빈도와 심도 분석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빈도 분석 결과

GLM을 이용하여 실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빈도 분석 결과가 

<표 Ⅱ-2>이다. 이 표와 같이 사고건수에 대해서는 포아송분포를 사용하였으며 로그 

연결함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사고건수인 이산형 변수이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청구건수의 분포로 주로 많이 쓰이는 포아송분포를 사용한 것이다. 아래의 표는 식 (Ⅱ

-6)의 값들을 추정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반응변수 사고건수

반응분포 Poisson

연결함수 Log

∆이탈도
1)

1084

AIC
2)

5675.8

모수  s. e. z-value Pr(>|z|) significance3)

절편 -2.5589 0.2156 -11.869 < 2e-16 ***

성별: 여 0.4087 0.0671 6.085 1.16E-09 ***

연령 0.0122 0.0044 2.762 0.0057 **

상해급수 2급 -0.0714 0.0765 -0.934 0.3503 -

상해급수 3급 -0.2424 0.1207 -2.007 0.0447 *

15년도 발생건수 0.5533 0.0151 36.578 < 2e-16 ***

주: 1) 모수추가로 인한 이탈도 감소량(Null deviance-Residual deviance)

2)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2ln(L)+2p

3) ***: 0.001, **: 0.01, *: 0.05

<표 Ⅱ-2> 사고건수 GLM 포아송분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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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가입자가 남성, 40세, 상해급수 1

급, 직전연도 발생건수가 0이면 평균사고건수는    으로 나타낼 수 있

다. 반면 같은 조건에 여성일 때에는    ×  으로 표현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여성일 때의 사고건수가 남자에 비해   배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값을 남성이 기준수준(Base level)일 때의 

여성의 상대도라고 말하며, 여성의 사고건수가 남성의 사고건수보다 1.5049배 더 많

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각 설명변수별로 

기준수준 대비 상대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

하는(설명변수에 0 또는 1 대입한 결과) 경우의 빈도 발생 정도를 기준수준에 비교하여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Ⅱ-3> 사고건수 GLM 상대도

설명변수 상대도

성별
남성 1.0000

여성 1.0549

연령 +1 1.0123

상해급수

1 1.0000

2 0.9311

3 0.7848

15년도 발생건수 +1 1.7390

나. 심도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심도인 사고금액을 분석하기 위해 지급금액이 0원 초과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속형 변수인 보험금 지급금액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감마분포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Ⅱ-4>는 GLM을 이용한 사고금액에 대한 추정결과이고, 앞서 빈도에

서와 같이 로그 연결함수를 사용하였다. <표 Ⅱ-3>과 <표 Ⅱ-5>를 비교해보면, 빈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사고건수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1.0549배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심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고금액이 더 클 확률이 1.0997배로 성별로 구분했을 때 

빈도보다 심도에서의 차이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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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사고금액

반응분포 Gamma

연결함수 Log

오프셋 가입금액
∆이탈도1)

42.56

AIC
2)

20681

모수  s. e. t-value Pr(>|z|) significance3)

절편 -0.9816 0.3226 -3.0433 0.0024 **

성별: 여 0.0951 0.0977 0.9726 0.3311 -

연령 0.0187 0.0066 2.8336 0.0047 **

상해급수 2급 -0.0988 0.1130 -0.8741 0.3823 -

상해급수 3급 -0.0276 0.1699 -0.1624 0.87108 -

15년도 발생건수 0.1105 0.0327 3.3838 0.0008 ***

주: 1) 모수추가로 인한 이탈도 감소량(Null deviance-Residual deviance)

2)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2ln(L)+2p

3) ***: 0.001, **: 0.01,*: 0.05

<표 Ⅱ-4> 사고금액 GLM 감마분포 가정

<표 Ⅱ-5> 사고금액 GLM 상대도

설명변수 상대도

성별
남성 1.0000

여성 1.0997

연령 +1 1.0189

상해급수

1 1.0000

2 0.9059

3 0.9728

15년도 발생건수 +1 1.1168

이와 같이 GLM 분석을 통해 상대도를 산출하게 되면 해당 계약자의 위험특성에 따

른 빈도 또는 심도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험특성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표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보험료에 위험특성별 상대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각기 다른 위험특성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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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
최 원 2013.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
이상우･최 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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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
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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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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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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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
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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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 서 회 원도 서 회 원 가 입 안 내 가 입 안 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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