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GLMM을 이용한 할인할증제도 적용 방법

1. 할인할증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역할과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 산

출 구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감독규정상 성, 연령, 위험급수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요율변수들을 이용하여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단일보험료로 부

과하다 보니 현 요율 체계에서는 계약자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요율 체계의 신뢰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다양한 요율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특히 일반화 혼

합선형모형(GLMM: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한 할인할증제도 적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실제 보험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계약자에 대한 사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계약자의 실적 변수와 같

이 계약자의 비관찰 위험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본 

절에서는 고려하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수들의 계수들은 앞서 소개한 

GLM에서 고정 효과(Fixed Effect)로 가정하고, 계약자의 실적 변수들의 계수는 임의 

효과(Random Effect)로 가정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모형

화한 GLMM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GLMM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며, 우선 할인할증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2년 무사고자

에 대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할인할증제도

라는 것은 어느 방법이 완벽하게 최적의 방법론이라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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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도입되어 왔다. 물론 자동차보험과 달

리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할인할증제도로 인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변화

시키거나 사고율을 낮추는 등 사회적, 개인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

기도 한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에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무사고 이력만을 고려하여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유병

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의료행위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할증시키

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제도 적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보험사의 재무건전

성을 모두 만족하는 계리적인 분석과 검토가 도입 전 반드시 필요하다.

간단히 해외 보험사의 할인할증제도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IA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건강한 생활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금 미청구 이력이 

최소 3년 연속일 경우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할인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다. 또한, 

건강상태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치과진료를 받거나, 백신주사를 맞거나, 또

는 온라인으로 금연 선언을 하는 등 다양한 건강을 위한 행위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

도록 하여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갱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포함된 프로그램

도 운영하고 있다. AXA의 경우에는 보험금 미청구 기간이 연속 2년 이상일 경우 미청

구 기간에 따라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수용 가능하고, 동시에 보험사의 재정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대, 최소 할인율 폭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BUPA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BUPA는 계약자를 여러 등

급으로 세분화하여 등급 간 전이과정에 따라 최종적인 등급에 도달할 경우 해당 등급

별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할 경우의 시작 등급과 최소 그리고 최대 등급 간의 할인율 차이 폭 등에 대

해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계약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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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의지로 빈도나 심도를 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다. 따라서 반드시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상품

들에 비해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중하게 방법론을 연

구하고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GLMM 방법론

일반화 혼합선형모형(GLMM: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은 앞서 소개한 

GLM의 확장된 모형들 중 하나이다. GLM에서는 설명변수의 계수들을 모두 고정 효과

(Fixed Effect)로 간주하고 있으나, GLMM에서는 예를 들어, 비관찰 정보 중 하나인 계

약자의 사고 실적 변수의 계수에 대하여 임의 효과(Random Effect)를 가정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동일 계약자의 n년 무사고 누적연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계약자

(한 보험증권)를 n년 동안 매해 관찰해야만 한다. n년 동안 매해 발생하는 계약자의 사

고 실적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n년 무사고 누적연수(설명변수)를 군집(보

험증권들 또는 계약자들)마다 고정된 효과로 가정하면 안 되며, 같은 확률변수에 의한 

결과로 보는 임의 효과(Random Effect)로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GLM의 

식  (Ⅱ-5)에서       들은 계약자 특성을 나타내는 계약자의 사전적 

관찰 정보인 설명변수로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의 계수는 군집(보험증권들 또는 계약자

들)마다 동일한 값으로 고정 효과를 가정하면 되나, GLMM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군집

에 따라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을 임의적(확률적)이라 간주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실증분석 시 무사고 누적연수 0년, 1년 등을 각각 설명변수 로 가정하고, 각 설명변

수들에 대한 모수 벡터를 라 가정하여 다음 식을 사용할 것이다.

ln   ′  ′ ∼  (Ⅲ-1)

위 식에서 설명변수 의 계수인 는 공분산 행렬 G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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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러한 GLMM 식을 이용하여 계약자에 대한 사전적 관찰 정보들과 비관찰 정

보들을 동시에 활용하여 할인할증제도하에 각 위험특성별로 차등화된 보험료들을 산

출하기 위해 상대도를 산출하였다. 

GLM에서 반응변수 Y와 설명변수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한다.  가 주어졌을 때 반응변수 Y의 평균을 라 하고, 가 지수족 분포

(Exponential family)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확률밀도함수  는 정준모수(canonical 

parameter)  , 산포모수(dispersion parameter) , 그리고    함수들에 의

해 최종적인 형태가 결정된다. 

    exp
   (Ⅲ-2)

            ∙. (Ⅲ-3)

반응변수 Y의 기댓값인 에 대한 연결함수()가 미분가능한 단조함수라 하고,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 것이 일반화 선형모형(GLM)이다.

  
′   (Ⅲ-4)

식 (Ⅲ-3)에서 지수족 확률분포의 평균은 이고, 분산은 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반응변수의 평균이 증가하면 분산도 함께 증가한다. 이러한 평균과 분산 관계

는 보험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며, 다음의 표에 있는 다양한 지수족 분포와 

그에 대한 연결함수(Link function)들을 분석 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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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지수족 분포에 대한 연결함수

분포
link
이름

link
함수

평균

Normal Identity  

Exponential
Inverse   

Gamma

Inverse 

Gaussian

Inverse 

squared
  

Poisson Log ln  exp
Bernoulli

Logit ln
  exp

exp
exp

Binomial

Categorical

Multinomial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고건수(반응변수 Y)가 포아송(Poisson)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하고, GLM에서 Log 연결함수를 사용하였다. 이 Log 연결함수는 승법성

(Multiplicativity)때문에 요율변수들(       ) 간 상대도를 적용하는 것

이 굉장히 용이하다(이항석･이가은･이경아 2017).

ln        ⋯  (Ⅲ-5)

  
    ⋯   (Ⅲ-6)

 

예를 들어, 설명변수가 1개이고, 이 성별을 나타내는 범주형 자료라 한다면, 주로 

자료의 양이 많은 것을 기준(Base)으로 설정하면 된다. 기준이 남성일 경우는 =0이

고, 여성일 경우는 =1로 보아 더미(Dummy)변수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때 최종적으

로 실증분석에서 산출할 상대도라는 것은 기준(Base) 대비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 값을 

의미하며 다음의 식과 같다. 

남성
여성



×


×

 
 (Ⅲ-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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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Ⅲ-7)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남자에 대한 요율 상대도 값은 1이고, 여성에 대한 

상대도 값 
는 여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기준인 남성에 비해 

배 더 높다고 해석

하면 된다(기승도･김대환 2009). 더 자세한 GLM과 GLMM에 대한 설명은 Jong & 

Heller(2008), Goldburd, Khare & Tevet(2016), Faraway(2016)의 연구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3. GLMM을 이용한 할인할증제도의 실증분석

GLM 분석과 달리 GLMM 분석 방법을 활용하면 사전 요율변수들은 고정 효과를 가

정하고, 비관측 위험( )은 임의 효과를 가정한다. Y를 실제 사고건수(빈도)라 하면, Y

가 요율 산정 시 실적변수와는 달리 포함되지 않은 위험요인들의 잔류 효과(Residual 

Effect)를 나타내는 비관측 위험 가 주어졌을 때 포아송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

다. 여기서 는 무작위로 뽑은 계약자에 대한 사전적 평균 사고 건수를 뜻하고 

(   
′ ), ∼ log  를 따른다고 본다. 그러면 GLMM 분석을 통해 다

음의 표로부터 비관측 위험 에 대한 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된다. 

∼∙ (Ⅲ-8)

<표 Ⅲ-2> 질병외래에 대한 GLMM Fixed Effect 결과

구분 Estimate S. E. z value Pr(>|z|)

 -3.200671 0.1537 -20.829 < 2e-16 ***

성별: 여 0.6766 0.0525 12.879 < 2e-16 ***

상해
급수

2급 -0.0637 0.0615 -1.036 0.3003 -

3급 -0.2463 0.0851 -2.893 0.0038 **

연령 0.0197 0.0033 5.985 2.17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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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질병외래에 대한 GLMM Random Effect 결과

계약자 1 2 3 4 ... N S.D.

 ... ... ... ... ... ... 1.241

식 (Ⅲ-9)는 상대도를 구하는 식이다. 이 식에 ∼ log  을 이산화

하여  와 그에 해당하는 를 구하여 대입하면 된다. 그리고 는 번째 위험등

급 내 평균 사고건수를 산출하여 대입하면 되고, 는 번째 위험등급의 비중을 구해

서 대입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최종 상대도는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

  







∞

   

 (Ⅲ-9)

<표 Ⅲ-4> 질병외래 계약자 포트폴리오 및 상대도 분석

무사고 누적연수 계약자 포트폴리오 상대도 () 상대도 비율

0년 0.2022 2.4744 1.0000

1년 0.1173 1.3303 0.5376

2년 0.0828 1.0120 0.4090

3년 0.0632 0.8394 0.3392

4년 이상 0.5345 0.3868 0.1563

본 분석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데이터 중에서 질병외래 계약자에 대한 상대도를 분석

하였다. 먼저 할인할증제도를 위험집단에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는 계약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비교해보면 된다. <표 Ⅲ-4>와 같이 계약자 포트폴리오

가 어느 한 위험등급에 과도하게 비중이 많이 쏠려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자 그룹에 대해 무사고 누적연수(위험집단 구분 변수)를 기준으로 할인할증을 적

용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Ⅲ-4>와 같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상 집단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할인할증 폭을 적용해보면 누적연수가 0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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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보다 4년 이상인 계약자가 약 85%(0.85=1-0.15) 할인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계약자들을 과거 관측 및 비관측 정보들을 이용하여 위험특성별로 구분

한 후 상대도를 구한다면 각 위험집단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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