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保險 數 理的 價 格算 定

1. 槪要

保險數理的 價格算定은 요율산정대상집단에 있어서 「위험대량의 원칙과 위

험동질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순보험료총액이 지급보험금의 총액

과 일치하는가?」, 더 나아가「수입보험료와 그 운영이자의 합계로서 지급보험

금과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

한 分析을 통해 이루어진다.38)

이 3가지 분석중 요율산정대상이 危險大量의 原則과 危險同質性의 原則에 부

합하는 위험집단이고, 사업비와 적정이윤의 경영목표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

면 보험가격은 收支相等의 原則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총액이 순보험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산정된다.

保險數理的 價格算定方法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율법, 순보험료

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損害率法은 위험집단에 관한 전체의 수지균형

을 목적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旣

存料率의 조정에 대한 判斷基準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요율산정대상 전체에

대한 수지상등의 목적하에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을 비교하여 요율

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율조정의 방향과 규

모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38) 가격자유화라는 최근의 보험환경변화의 흐름속에서 향후 요율산출기관에 의한 보

험수리적 가격정정성 평가는 위험대량의 원칙, 위험동질성의 원칙 그리고 수지균등

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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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보험금 > 총수입보험료 => 조정(인상)

총지출보험금 = 총수입보험료 => 미조정

총지출보험금 < 총수입보험료 => 조정(인하)

그러나 손해율법은 기존의 요율에 대한 조정요인을 산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집단에 적용할 요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방

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요율산정대상 전체의 수지상등 원칙을 준수

하는 損害率法을 보험료 개별화의 원칙을 잘 나타내고 있는 純保險料法(純保險

料=事故頻度×事故深度)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위험집단에 대한 요율을 산정하

게 된다. 그래서 순보험료법은 기존요율의 조정이라기 보다는 料率의 算定 또

는 再算定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요율을 산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의 관계를 사고빈

도와 사고심도의 곱의 관계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율법과 순보

험료법은 동일한 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39)

따라서, 보험료 개별화 원칙(또는 급부·반대급부 균형 원칙)에 의한 純保險

料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한 損害率法은 요율산출에 대한 시각만 상이할 뿐

근본적으로 同一한 方法이라 할 수 있다. 즉, 요율산정대상의 전체적 측면에서

39) 이 공식은 일반적으로 순보험료 산출공식으로 총보험료와 총보험금이 균형을 유지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평균보험료= 총보험료/ 계약건수

(손해율법에 가정에 의해 총보험료는 총보험금과 같다)

= 총보험금/ 계약건수

= 사고건수/ 계약건수 × 총보험금/ 사고건수

= 사고빈도 × 사고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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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방법을 손해율법이라 하고 요율산정대상의 개별적 측면의 접근방법을

순보험료법이라 한다.

순보험료법 또는 손해율법에 의해 산출된 價格은 가격산정시 설정한 假定의

평가 즉, 수입보험료와 그 운영이자의 합계로서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評價를 통해 요율산정자

에 의해 최종적으로 決定된다. 그래서, 요율산정자는 요율산정시 설정한 요율산

정대상이 위험대량의 원칙과 위험동질성의 원칙을 부합하는 위험집단이고, 사

업비와 적정이윤의 經營目標가 설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대한 檢證을 실시함으

로서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표 Ⅲ-1> 가격산정에 따른 제약

제 약 이 유

수입보험료의

운영이자 결정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요율산출시 수입보험료의 운

영이자(즉, 투자수익)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음.

사업비 배분

사업비가 보험회사 전체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험종목별(또는 요율조정단위별) 사업비

로 배분하고 있으나, 보험종목간 실적사업비의 전

용에 의한 사업비의 왜곡으로 인해 사업비 배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적정이윤의 설정

현재 적정이윤은 손해보험요율산정상의 예정기초율

의 산출시 과거 경험의 판단에 의하여 설정된 예정

이율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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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산정자의 추정가격에 대한 檢證은 <표 III-1>과 같은 制弱에 의해 위험대

량의 원칙과 위험동질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는 위험집단별로 가격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표 III-1>과 같은 제약은 가격평가시 활용될 수 있는 이자, 사업비, 이윤등의

자료가 危險集團別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류, 극단적으로 위험집

단별 특성을 경시한 채 보험회사 全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

이다.

따라서, 保險數理的 價格評價는 보험료구성 요소인 순보험료, 사업비 그리고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제약에 의해 보험료구

성 요소 중 純保險料에 대한 위험대량의 원칙, 위험동질성의 원칙, 그리고 수지

상등의 원칙에 대한 檢證이라 할 수 있다.

2. 損害率法과 純保險料法의 比較分析 4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종목에서 豫定損害率과 實際損害率을

비교하여 보험료를 조정(조정요인 = 실제손해율/ 예정손해율 - 1)하는 전통적

인 損害率法을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표 Ⅲ-2>와 같이 다양하게 變形하여

조정요인을 산출하고 있다.

40) 일반손해보험의 가격결정시 투자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수리적 가격결정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가격결정은 단순히 언더라이팅 이익에 대한 예정이율

을 보험회사가 보험료에서 확보하도록 순보험료법 또는 손해율법에 의해 가격을

산정 (또는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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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보험종목별 조정요인 산출공식

보험종목 조정요인 산출공식

자동차보험
예상손해율 + 실적사업비율 - 대리점수수료율

1 - 대리점수수료율 - 예정이익율
- 1

화재보험,

특종보험,

해상보험

실적손해율 + 실적사업비율
1 - 예정이익율

- 1

근재보험
예상손해율 + 실적사업비율

1 - 예정이익율
- 1

<표 III-2>와 같은 방법에 의해 최종적인 조정요인을 산출하여 개정보험료를

산정하는 損害率法은 순보험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요율산정에 필요한 통계

자료가 會計資料에서 직접 얻어질 수 있고, 資料의 量에 있어서도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危險單位數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經費가 덜 소요되는 방법이다. 또한, 손해율법은 John A. Stenmark의 분석에

의하면 등급간의 相對度 추정시 등급간의 비독립성에 의한 자료 왜곡을 순보험

료법 보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41)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손해율법은 보험가격을 직접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間接的으로 價格을 산출하기 때문에 보험가격의 결정요소(사고빈

도 및 사고심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음으로 정확한 요율을

41) John A. Stenmark, "SOURCES OF DISTRIBUTION IN CLASSIFICATION RATEMAKING

DATA AND THEIR TREATMENT ", CA S UA L T Y A CT UA RA IL S OCIE T Y ,

DISCUSSION PAPER PROGRAM, VOLUME II, 1990, p 87. : 이글에서 John A.

Stenmark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분석에 의하여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에 의한 등급

간의 상대도 조정효과를 분석하였다.

- 30 -



산출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손해율법은 개별위험에 대한 판

단요율이 개별증권별로 행해지는 보험종목의 경우에 있어서 수정계수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현재의 요율수준에 대한 經過保險料 조정을 복잡한 경우에 있어 산

출된 수정계수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고, 새로운 요율의 산출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 손해율법은 과거의 보험수지의 균형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여 요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요율의 豫測誤謬에 대한 결과

를 보험상품의 구매자에게 전가하여 요율의 과도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표 Ⅲ-3> 손해율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순보험료법과 비교하여 적은 통계

데이터 사용

-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다소 간소함

- 등급간의 독립성 가정이 저촉되는

경우 순보험료법 보다 등급간 상

대도에 있어 적은 추정오차 시현

- 수정계수 산출이 곤란한 경우

정확성이 떨어짐

- 새로운 요율산출시 사용 불가

- 요율산정의 목적을 보험자의 수

지균등에 둠에 따라 보험자의

경영실패(예측 오류)에 대한 책

임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

그러나, 損害率法은 이 같은 여러 단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조

정관련 정보(보험료 및 손해액)획득의 容易性, 보험자의 영업상태에 따른 영업

정책의 迅速한 가격반영 등에 의해 기존요율에 대한 요율 산정시에 손해율법이

保險實務에서 주로 使用되고 있다.

한편, 보험가격의 결정요소인 사고빈도와 사고심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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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純保險料法(순보험료=사고발생빈도×사고심도)

은 집적된 資料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統計分析을 사용하여 요율을 산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의해 행정당국자가 소비자

로부터 요율개정의 正當性을 비교적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지

니고 있는 순보험료법도 危險測定單位의 정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방법에

의한 가격산출이 불가능하고, 순보험료에 의한 등급간의 상대도 추정시 설정한

가정, 즉 등급간의 독립이라는 假定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율법보

다 과도한 추정오차를 시현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표 Ⅲ-4> 참조).

<표 Ⅲ-4> 순보험료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보험외적 및 내적 자료의 사용

- 정확하게 요율이라는 인식 제공

- 요율개정의 정당성 확보 용이

- 데이터의 집적에 의한 정확하고

치밀한 통계분석 가능

- 요율의 조정내역이 필요하지 않음

- 요율측정단위의 정의가 불가능

한 경우 사용 불가

- 등급간의 독립성 가정이 저촉되

는 경우 손해율법 보다 등급간

상대도에 있어 과도한 추정오차

시현

지금까지 설명한 손해보험의 料率算定方法인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은 현재

여러 보험분야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즉, 손해보험에서는 사전에 특정보

험에 대한 위험의 정도(손해발생확률 및 평균손해액)를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요율(순보험료)을 산정하여 사용하되 사업의 운영결과 나타난 실제손해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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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42) 그러나, 가격자유화라는

環境變化로 인해 요율산출기관과 보험자간의 요율산출관련 역할의 변화가 전망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料率算定方式에 대한 종합적인 再檢討의 필요성이 보험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다.43)

<표 Ⅲ-5>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의 비교

항 목 손해율법 순보험료법

산정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개별화원칙,

위험대량의 원칙

요율산정시점 과거 미래

적용대상 기존요율수정 신요율산출

산정기준 예정손해율(예정가격) 기대 사고빈도 및 심도

따라서,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을 <표 Ⅲ-5>과 같이 크게 料率算定原則, 料率

算定時點, 요율산정방법의 適用對象, 料率算定基準의 4개 항목 기준에 대해 비

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料率算定原則으로 손해율법은 수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을

균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收支相等의 원칙을, 순보험료법은 개별계약별로 사

고발생율과 사고심도에 변수의 기대값으로 동일위험을 지니고 있는 집단의 기

42) 미국의 근재보험의 경우 주별 평균요율의 변경에 손해율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등

급간 상대도의 결정에 순보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
43) 최근까지 요율산출기관에서 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손해율법, 그리고 신요율을 산출

하는 경우 순보험료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작금의 보험환경변화속에서는

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율법보다는 순보험료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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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순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保險料 個別化 원칙과 危險大量의 원칙을 지

니고 있다.

둘째, 料率算定時點으로 손해율법은 과거 경험 통계기간 동안의 수지상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 지향적인 방법이고, 순보험료법은 개별계약이 지니고 있는

보험료 개별화 원칙과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기대 순보험료를 추정하는 미래

지향적인 방법이다. 즉, 순보험료법은 장래에 적용될 요율적용시점에서의 요율

을 산정하는 방법이다.44)

셋째, 요율산정방법의 適用對象으로 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순보험료에 한

하는 경우에 손해율법은 조정요인 산출에 의한 기존요율의 수정에, 순보험료법

은 개별계약의 새로운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기존 순보험료의 재산출에 사용하

고 있다.45)

마지막으로 料率算定基準으로 손해율법이 예정손해율을 기준하여 실적손해율

에 따른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방식인 반면에 순보험료법은 확률변수인 사고발

생율과 사고심도의 기대값을 기준하여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손해율

법은 순보험료과 달리 요율산정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율을 산정하

는 과정에서 손해율법은 수준조정법에 의한 자료의 수정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44) 현재 손해율법에 의한 요율산정을 하고 있지만 순보험료법의 일부 개념을 적용하

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손해율법의 경우에만 과거지향적 요율산출

이라 할 수 있다.
45) 순보험료법은 손해율법을 보완하는 등급간의 상대도 추정에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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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料率算定節次

전술한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에 의한 料率(또는 調整要因)算定은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집, 조정요인의 산출 그리고 조정요율산정의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그러나, 3단계의 요율산정절차에 의한 요율산정은 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이 포

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자의 사업운영결과를 부정확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율산정자는 3단계의 기본요율산정과정에 자료를 수

정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총 4단계의 일반적인 산출과정에 의하여 요율을 산정

한다. 즉, 資料의 收集, 자료의 수정, 調整要因算出 그리고 조정요인을 決定하는

총 4단계의 산정절차에 따라 요율을 산정한다.46)

제 1단계 資料의 收集

자료의 수집은 料率을 算定하기 위한 사전 準備段階로서 요율을 조정하는 방

법과 요율을 산정할 대상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요율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자료의 양(통계기간 또는 경험기간)과 질(요율변수) 그리고 요율산

출단위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즉, 요율산정자의 판단에 의해 설정

된 經驗期間, 料率變數, 그리고 料率算出單位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統計資料의 量47)은 보험종목별로 자료의 양에 대해 감독당국이 보험상품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도록, 즉 요율의 安定性 및 適應性의

46) Bernard L. Webb, Connor M . Harrison, James J . Markham , op. cit . p132 : IS O의

경우 자료수집, 자료수정, 주평균요율산정, 지역 상대도 산정, 등급간 상대도 산정

등의 과정에 의해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47) <표 V - 3> 에서 보듯이 IS O에서는 자동차보험 분야에 신뢰도를 사용하여 통계기간

과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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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고려하여 규정에 자료의 양(경험통계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기하고 있

기 때문에 현재 통계자료의 양에 관한 사항이 치밀하게 검토되지는 않는 실정

이다. 그러나 자료의 양은 요율산정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현재 요율산정

시 고려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요율산출주체가 다양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

료의 양에 대한 접근은 신뢰도의 사용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

로 판단된다.

統計資料 質48)에 관한 사항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料率變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율산정자는 기존 요율변수를 중심으

로 마켓팅 및 언더라이팅 業務擔當者들의 意見을 반영하여 요율산정자의 판단

에 의해 새로운 요율변수의 도입을 위해 수집하여야 할 자료를 결정하는 것이

다.

자료의 질과 양에 대한 검토 외에 요율산정자는 料率算出單位의 선정에 관하

여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통계자료의 양과 질에 대

한 고찰 과정에서 함께 결정되는 사항이다.

제 2단계 資料의 修正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한 諸假定에 부합되도록 요율산정자가 수집된 자

료를 수정하는 과정으로 요율조정 및 보상한도의 확대에 따른 保險料를 修正하

는 과정과 사고발생 추이, 사고심도 변화 추이 그리고 보험금지급 추이에 따라

損害額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다.

보험료 수정은 요율수준의 변경, 자사요율의 사용, 보상한도액 증가, 표준요

48) 자료의 질은 집적된 자료의 오류정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요율산정대상

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인 요율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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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수정 등49)이 경험 통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는 요율산정

에 활용되는 자료가 해당 통계기간 중 요율수준이 다르거나 보상조건이 동일하

지 않는 경우에 자료의 동질성이 결여되어 요율산정결과에 대한 信賴性이 떨어

지기 때문에 자료의 同質性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를 수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수정하는 水準調整法(on level method)은 危險擴張法

(th e exten sion of exp osure app roach)50)과 平行四邊形法(th e p arallelogr am

m ethod )을 들 수 있다.

危險擴張法은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요율결정관련 정보

를 이용하여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物理的으로 再計算하는 방법으로

과거 요율산출 또는 통계집적과정에서 발생하는 誤謬를 訂正하는 등 정확한 보

험료를 재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수입된 실제보

험료와 상당한 차이를 지닐 수 있고, 그리고 재계산에 따른 費用이 증가하는

단점에 의해 보험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I.S.O.에서

는 Loss Cost를 산출하는 경우 위험확장법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수정하고 있

다. 그리고 국내의 요율산출기관에서도 向後 보험료 산출관련 정보들이 다양화,

복잡화되는 환경이 도래하게 된다면, 危險擴張法에 의한 보험료 수정이 檢討될

것이다.

平行四邊形法은 거수된 보험료에 수준조정계수(on level factor)를 곱하여 수

49) 이준섭,『손해보험 요율산정의 발전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6, 35쪽.
50) 위험확장방법은 보험계약산정시 이용하는 요율정보 (예, 위험등급, 지역, 위험단위

등)를 감안하여 현재 유효한 요율수준으로 매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물리적으로

재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요율관련 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기업성화

재보험, 종합보험등 일부 기업성보험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위험확장방

법보다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한 자료의 조정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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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으로 실무에서는 평행사변형법의 일종인 1/ 2법, 1/ 12법, 1/ 24법, 일

할계산법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 보험요

율의 조정내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料率差別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이한 요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

는 상황에서 요율산출기관이 보험시장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손해율법에 의하

여 산정하는 경우 보험료 수정을 위한 보험료의 회사별 차이에 관한 정보와 料

率調整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51)

한편 損害額修整은 요율산정자가 보상한도의 변경, 보상금의 지급속도 변경,

초과손해의 발생 등이 경험기간동안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 과거 손해자료를 현

재와 같은 손해보상의 특성을 지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손

해액의 수정요인은 補償限度의 變更으로 경험기간 동안 보상한도가 증대된 경

우 과거 손해자료는 현 보상기준과 비교하여 부분손해이기 때문에 손해액 자료

는 손해액 분포를 이용하여 손해액 증감분을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 과거 손해

액을 수정한다.

보상한도의 변경외의 여러 수정요인중 손해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

한 변화추이를 보이는 것은 주요한 수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정요인은

손해액이 일정 시간단위에 따라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추세율, 손해진전계수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52)

51) 향후 시장변화속에서 보험회사는 평행사변형법, 그리고 요율산출기관은 평행사변형

법과 위험확장법에 의한 보험료 수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52) 추세율과 손해진전계수는 손해액 추이분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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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단계 調整要因 의 算出 53)

요율산정자가 損害率法에 의해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요인 산출단위

와 경험기간 동안의 損害率 算出方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과거 5

년간의 경험통계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의 평균 손해율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單純損害率, 單純平均損害率, 加重平均損害率 등의 다양한 방법

이 이용되고 있다.

단순 손해율 : 손해율 = 5개년간 총손해액
5개년간 총보험료

단순평균 손해율 : 손해율 =

5

t = 1
l t

5

가중평균 손해율 : 손해율 =
5

t = 1
w t l t

(여기서 l t는 t년의 손해율이고, w t는 t년의 가중치임)

單純損害率은 최근까지 일반 손해보험분야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경험기

간중 연도별 보험료와 보험금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험기간 동안의 總保險料와 總保險金을 대비하여 손해율을 산출하는 방

법이다.

單純平均損害率은 5개년간의 年度別 損害率을 별도로 산출한 후, 이 손해율

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험료와 보험금 자료를 직접적으로 사

용하지 않고 오직 연도별 손해율을 사용하여 5개간의 평균 손해율을 산출한다.

加重平均損害率은 연도별 손해율에 별도로 정한 연도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53) 손해율법에 의한 조정요인의 산정에는 상향식 산정과 하향식 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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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해 평균손해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연도별 손해율자료와 가중치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 요율산정자가 가중치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요율산정자

는 가중치의 산출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일반손해보험에서 사용

하고 있는 연도별 가중치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연도별 가중치

구 분 가 중 치

1 년 전 3 0 %

2 년 전 2 5 %

3 년 전 2 0 %

4 년 전 1 5 %

5 년 전 1 0 %

<표 III-6>의 연도별 가중치는 料率의 適應性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년도의 계

약 및 손해실적에 가장 큰 값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장 오래된 연도의 계약

및 손해실적에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현재 미국의 경험기간을 5년

으로 설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종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의 손해율 算出方法에 대해 화재보험의 손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比

較해 보면 가중평균 손해율은 연도별로 손해율이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는 경

우 단순 손해율과 단순평균 손해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손해율이

급격히 변화되는 경우 가중평균 손해율은 다른 손해율 보다 최근 년도의 실적

변화 추이를 많이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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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화재보험의 손해율 추이( 87- 96)

單純平均損害率法에 의한 손해율 산정은 경험기간 동안 손해율을 일정하게

均等分配함에 따라 다른 방법보다 변동은 적으나 최근 년도의 실적 변화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單純損害率은 단순평균 손해율이 지니고 있는 다른 방법보다 變動幅이 작다

는 점과 가중평균 손해율의 최근 실적에 대한 높은 適應性을 취하고 있는 방법

이나, 연도별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단순 손해율은 단순평균 손해율의 안정성과 가중평균 손해율의

적응성을 조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주로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손해율은 연도별 가중치의 불명확성과 가격의 적응

성이 중요시되는 보험환경속에서 단순 손해율의 사용은 보험회사의 시장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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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단계 調整要因 의 決定

제 3단계에서 산출된 調整要因은 보험료 및 손해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리

적 계산결과이기 때문에 수리적 타당성은 지니고 있지만 이 결과에 대한 社會

的인 受容性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및 감독권자의 의

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조정요인을 보험경영자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정요인의 결정은 요율산정자의 업무영역을 넘어선 실적관리 측면

또는 영업측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율산정자에게 있어서 요율산정은 조정

요인의 산정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趨勢分析

趨勢는 향후 나아가는 세력, 또는 그 형편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일이 되어

가는 양상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특정 시간단위별로 집적된 자료가 시간단위

의 변화에 따라 특정변수가 일정한 變化推移를 보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세가

있다고 한다.

요율산정자는 이와 같은 개념을 價格算定과 부채인 支給準備金을 決定하는

과정에 사용하고 있다. 이때 요율산정자는 추세분석을 단순히 주어진 변수들간

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분석방법으로 간주하여

공식에 의존한 통계적 검증과 확률을 계산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료에 존재하는 관계의 유형을 발견해 내는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損害保險分野에서 추세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內生變數로는 사고발생율,

사고심도, 보험금지급율 등이 있고, 그리고 外生變數로는 의료수가,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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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하여 요율산정자는 다양한 통계 분석방법을 활

용하여 사고발생추이, 사고심도추이,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추이를 연도별 변화

추이에 관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의 販賣價格을 豫測하거나 보험자가

경험 통계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保

險金 規模를 豫測하고 있다.

요율산정자는 사고발생 및 사고심도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모형, 지수모

형, 로지스틱 모형등의 추세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의해 연도별 변화

추이를 추정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추이의 분석에 있어서는 경험기간별 진전기

간별로 보험금의 지급추이가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지급보험금의

사고년도별 진전기간별 보험금의 지급추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을 요율산출과정에서는 年度別 變化推移分析과 損害進展推移分

析(또는 支給保險金分析)이라고 한다.

가 . 年 度別 變化 推移 分析

현재 요율산정과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분석모형은 연도 X를 독립변수

로 하고 X년의 사고관련변수 Y를 종속변수로 하는 아래와 같은 선형모형, 지수

모형, 로지스틱모형 등이 있다.

선형모형 : Y = a + b X (∵ a, b 는 상수)

지수모형 : Y = a bX

로지스틱모형 : Y = K
1 +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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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모형중 지수모형과 로지스틱모형은 아래와 같이 변수변화를 통

하여 선형모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세분석이라 하면 線形

模型에 의한 趨勢分析이라 할 수 있다.

Y = a X b = > ln ( Y) = ln (a) + ln (b) X

Y = K
1 + eX = > T = ln ( K

Y
- 1) = a + b X (∵ K

Y
>1)

선형모형에 의한 추세분석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를 지니고 있

다는 것을 가정하고, 선형관계식과 관찰치와의 종속변수축에 따라 세로로 측정

한 거리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관계식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인 最小自乘法

(least squ are m ethod)이 사용되고 있다.

min a , b { Y - ( a + bX ) }2

현재 선형모형에 의한 추세분석의 適用事例는 95년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對人賠償II와 對物賠償의 요율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對人賠償II의 경우 연도별 사고발생율이 일정한 추이를 가

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고발생년도54)(X)와 로그변화시킨 事故發生率(ln (Y))에

관한 관계식을 선형모형으로 선정한 후에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CY'95년도의 사고발생율을 추정하여 요율산정에

54)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X값은 경험통계기간의 순서값으로 치환한 값이다. 예

를 들면, 경험통계기간이 92- 95년간이면 X값은 연도를 (연도- 92+1)로 치환하여 1

부터 5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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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였다.(<표 Ⅲ-7> 참조)

ln (Y) = 0.04835 + 0.95562 × X (R2 ≒ 0.8561)

<표 Ⅲ-7> 개인용 대인배상II의 사고발생율

년도 사고발생율

CY'90 0.04781

CY'91 0.04319

CY'92 0.04070

CY'93 0.04037

CY'94 0.03941

CY'95(추정치) 0.03766

개인용자동차보험의 對物賠償의 경우 대인배상II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로그변

환시킨 사고심도와 사고발생년도의 관계식을 선형모형으로 선정하여 연도별 事

故深度推移에 관한 관계식을 도출한 후, CY'95년의 사고심도을 추정하여 대물

배상의 요율조정시 활용하였다.(<표 Ⅲ-8> 참조)

ln (Y) = 0.44251915 + 1.10176 × X (R2 ≒ 0.9639)

<표 Ⅲ-8> 개인용 대물배상의 사고심도

년도 사고심도

CY'90 471

CY'91 550

CY'92 614

CY'93 647

CY'94 705

CY'95(추정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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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人賠償II의 사고발생율과 對物賠償의 사고심도의 분석사례에서 보듯이 추세

분석은 경험 통계기간 동안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

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資料에 대한 長期的인 觀察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

인 추이를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기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시점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리고, 자료가 일정한 주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 추세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왜곡된 추세를 분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 損 害進 展推 移分 析

사고의 발생에서 종결까지 사고발생에 대한 통보지연(또는 미통보포함), 소송

계류, 영업전략등의 사유로 保險事故의 發生과 保險金 支給까지 時間的 不一致

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요율산정자가 지니고 있는 각종 損害 統計資料는

통계기간(또는 경험기간)내 또는 그 후 수개월내에 궁극적으로 지불되어야 할

決定損害額의 一部分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된 손해자료는 不完全

한 統計値, 특히 최근 손해자료는 가장 불완전한 형태의 통계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율산정자는 사고발생에서 최종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연도별

支給保險金의 變化를 分析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게 될 最終

損害額을 추정하여 가격산정에 활용하게 된다. 즉, 요율산정자는 보험금의 지급

추이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고, 이 가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추이를 분석하여 장

래 지급되어야 할 保險金 規模를 추정함으로써 요율산정과 支給準備金의 適正

規模 豫測에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損害

進展推移分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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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손해진전추이분석은 사고시기와 지급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

하는 손해액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요율산정자는 주관적 판단55)

에 따라 損害額 支給推移가 일정하고, 그 지급추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假

定하여 경험 통계기간 동안의 손해지급추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때 추정된

손해지급추이를 損害進展係數라고 하며 결정손해액, 더 나아가 지급준비금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損害進展推移分析은 사고발생후 최종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賠

償責任保險과 自動車保險(특히 對人賠償)의 손해관련 자료를 수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만 손해진전

추이분석에 의해 최종 손해액을 산출하여 요율을 산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56)

손해진전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平均支給保險金方法(APM : A v erag e

P aym en t M eth od ), 사다리법(CLM : Ch ain Lad d er M eth od )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사다리법57)에 의한 손해진전추이분

55) 요율산정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수행하

게 된다.

첫째, 여러 손해자료중 손해진전추이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확신

돌째, 손해자료의 처리업무 및 절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효율적인 손해진전추

이분석을 위해 평가

셋째, 인지되고 그리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의 영향에 따른 사고자료의 수정

넷째, 여러 손해진전추이 분석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

다섯째, 최종 추정치를 산정.
56) 최용석,『손해보험지급준비금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사내논문,

1997.12, 4쪽 :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종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급준비금 규모의 중요성이 높지 않거나 준비

금 적정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57) 기존에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에 대해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에 의거 평

균지급보험급방법에 의한 적립액과 개별적립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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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고 있다. 사다리법의 基本模型은 진전년도별로 보험금 지급 비율이

안정적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생적 또는 외생적인 이유로 가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진전기간별로 경험기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추이(예를 들면 선형추이, 지수추이

등)를 가정하여 사다리법의 기본모형을 變形한 模型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자

동차보험에서는 선형추이를 가정한 사다리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다리법에 의한 손해진전추이분석은 아래와 같이 총 6단계로 구성된다.

제 1단계 資料의 檢討

제 2단계 資料의 整理

제 3단계 損害進展값 算出

제 4단계 損害進展係數 및 適用係數 推定

제 5단계 決定損害額 推定

제 6단계 修整損害率 算出

제 1단계 資料의 檢討

이 과정은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保險金

支給形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過程이다. 요율산정자는 이 과정

에서 經驗統計期間 및 損害進展期間에 대하여 분석경험을 통한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료기간의 설정과 더불어 損害額

립토록 하였으나 자동차보험 영업수지의 개선, 지급준비금의 건전한 적립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기존방법의 문제점 대두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의한 보험금 증가요인

을 반영할 수 있는 사다리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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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rred losses), 支給保險金(p aid losses), 平均損害額(rep orted claims and

losses p er reported claims), 未支給保險金의 件數 및 平均金額, 損害率 등의 자

료 중 어느 자료를 손해진전추이분석에 사용할 것인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요율산정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손해진전추이분석에 있어 경험통계기간

과 손해진전기간은 5년58)으로 설정하고 있고, 경험기간 i와 진전기간 j의 지급

보험금 P ij을 분석에 사용될 자료로 설정하고 있다.59)

P ij (∵i=1,..5, j=1,...,6-i)

제 2단계 資料의 整理

사고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진전기간별로 累積支給保險金( S ij )을 집적하는 과

정으로 1단계의 자료검토 과정에서 요율산정자가 여러 요인60)들을 고려하여 결

정한 資料整理 基準에 따라 자료를 집적한다.

58) IS O에서는 경험기간을 5년이상, 진전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손해진전추이를 분

석하기도 한다.
59)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에 규정된 지급준비금 산출에 있어서는 손해진전

계수 추정의 1단계 사고년도별 진전기간별 지급준비금 산출과정에서 소비자물가지

수 (CPI)를 반영, 지급보험금을 수정하여 손해진전추이 및 미숙성된 손해액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반영은 실손해진전추이보다 빠른 손해진전추이를

추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보다 지급보험

금 규모를 적게하는 효과가 있다.
60) Jam es R. Berquist and Richards E . Sherm an , "Los s Reserv e A dequacy T esting :

A Comprehen siv e, Sy st em at ic Approach ", P R O CE E D IN GS OF T H E

CA S UA L T Y A CT UA R IA L S O CI E T Y , V ol. LXIV , 1977, p 129 : 보상한도 (또는

공제)의 변화, 사회적 또는 법적 환경 변화, 계약건수의 급격한 증가 등의 요인이

경험통계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손해진전계수의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는 사고년도

기준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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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j =
j

k = 1
P ik (∵i=1,..5, j=1,...,6-i)

제 3단계 損害進展 값 (link ratio) 算出

損害進展값은 보험금의 支給推移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사고년도를 기준으

로 하여 진전기간별 누적지급보험금을 직전 진전기간의 누적지급보험금으로 나

누어서 손해진전값( T ij )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T i1 =
S ij

S ij
(∵i=1,..5)

T ij =
S ij

S i( j - 1)
(∵i=1,..4, j=2,...,5-i)

이 과정에서 산출한 손해진전값을 요율산정자는 면밀히 고찰하여 손해진전추

이를 보다 적절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요율

산정자가 진전기간을 기준하여 사고년도별로 일정한 손해진전추이가 있다고 가

정할 경우 요율산정자는 이 가정에 따라 손해진전값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추

이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율산

정자는 손해진전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保險會社의 內的61)·外的62) 要因

61) 손해진전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의 내적요인으로는 손해사정업무의 변화,

기초자료 수록방법 및 자료처리방법의 변화, 거대손해에 의한 변화, 위험단위 증가

율이 크게 변화는 경우, 두가지 이상의 이질적 유형의 위험에 관한 자료를 통합 사

용하는 경우가 있다.
62) 외적요인으로는 소송인의 법적권리를 수정하는 판례 및 행정관례의 변화, 높은 물

가상승 또는 심한 물가변동, 소송에 대한 사회환경 또는 인식의 변화, 보험실적의

- 50 -



을 고찰하여 보험금 지급추이에 대한 요율산정자의 主觀的인 判斷을 다소 客觀

化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自動車保險에서는 지급보험금 규모가 물가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가정하여 손해진전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차후의 사례에서 설명하겠지

만 손해진전추이분석에 回歸分析을 사용하고 지급준비금 산정에는 消費者物價

指數(CPI)를 사용하였다.

제 4단계 損害進展 係數 및 適用係數 推定

이 단계는 3단계에서 산출한 손해진전값의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定型化된 損

害進展값의 推移, 즉 損害進展係數(loss developm ent factor)를 推定하는 과정이

다. 경험기간동안 보험회사의 내적·외적요인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율

산정자는 일반적으로 진전기간을 기준하여 경험기간별 누적지급보험금 규모는

항상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단지 진전기간별로 일정한 보험금 지급추이를

가진다고 가정하게 된다.

이런 가정하에서는 손해진전값을 가공하여 사고년도 구분없이 진전기간별로

손해진전추이를 추정하게 된다. 이 경우 요율산정자는 진전기간별 平均損害進

展係數인 適用係數를 추정하게 된다. 즉, 요율산정자는 적용계수를 추정하기 앞

서 손해진전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라

고 여겨지는 추정방법에 의해 손해진전계수를 추정하게 되는 데 사고년도별 손

해진전추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진전기간별 평균손해진전추이63)를 適

계절적 주기적 변화 등이 있다.
63) 사고년도의 평균손해진전추이는 사고년도별로 손해진전추이가 일정하다는 것을 가

정, 즉 보험금지급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손해진전추이의 평균을 적용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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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係數 M j 로 추정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損害進展係數의 推定値 T ij 를 산정

한다.

M j =

6 - j

k = 1
T kj

(6 - j )
(∵j =2,...,5)

T ij = M j (i=1,...5 , j=2,...,5)

그러나, 물가상승, 보상한도증대 등의 保險原價의 變化要因이 경험기간동안

發生하는 경우에 사고년도별로 일정한 손해진전추이를 가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요율산정자는 보험원가의 변화요인에 따라 다양한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요율산정자는 손해진전추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반

영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연도별로 보험금지급에 관한 營業政策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에 진전기간 기준의 경험기간별 누적지급보험금

규모는 선형증가, 지수증가 등의 추세를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손해진전추이가

진전기간별 사고년도에 따라 선형추세64)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미숙성된 손

해액65)을 추정하기 위해 線形回歸式(진전기간을 기준하여 손해진전값이 3개이

상인 경우), 單純平均(진전기간을 기준하여 손해진전값이 2개인 경우)과 최근값

을 준용(진전기간을 기준하여 손해진전값이 1개인 경우)하는 선형회귀법에 의

설정한다.
64) CY '91년부터 CY '94년까지의 보험금 지급속도가 연도별로 빨라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동 사고기간 동안 손해진전계수가 선형 감소추세를 지니고 있다고 요율산정

자는 판단하였다.
65) 미숙성된 의미는 최종보험금이 종결되기 전의 보고된 손해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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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손해진전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66)

T ij : 선형회귀추정치 (∵ j = 2, 3, i=7-j,..,5)

T i4 =
T 14 + T 24

2
(∵ i <= 3, 4, 5)

T i5 = T 15 (∵ i = 2, 3, 4, 5)

이 推定方法은 손해진전계수를 추정하는 하나의 方法을 例示한 것에 불과하

고, 일반적으로 손해진전계수의 추정에는 요율산정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손

해진전계수의 추정방법이 사용된다. 즉, 요율산정자가 실제로 손해진전값이 나

타내고 있는 현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

법에 의해 미숙성된 손해의 진전기간별 손해진전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995년 요율조정시에 진전기간을 기준하여 사고년도별로

線形 減少趨勢67), 즉 보험금 지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는 요율산정자의 판단하에 선형회귀법을 사용하여 진전기간별로 사고년

도별 손해진전계수를 추정하였고, 최근 1년간의 경험실적에 의해 요율조정하는

특성에 의해 最近事故年度의 損害進展係數를 適用係數로 차용하였다.68)

66) J am e s R . B er qu is t an d R ich ar d s E . S h erm an , op . cit . p 137 : 현재 자동차보험

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형 사다리법의 수학적인 서술 및 내용은 James와 Richards의 글을 참

조하기 바란다.
67) 보험금 지급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진전기간 기준의 사고년도별 손해진전추이는 진

전기간에 따라 변화속도가 더 빨라지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손해진전추이를 분석

이 가능한 최근년도의 추이를 차용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

를 발휘하게 된다.
68) 현재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계산에 있어 적용계수(또는 평균추이)는 손해보험

회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에 따라 진전년수별 실보험금 진전추이를 기하평균한 값

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급보험금 규모를 다소 보수적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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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단계 決定損害 額 推定

결정손해액 추정은 4단계에서 요율산정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정된 손해진전계수 및 적용계수를 이용하여 事故의 發生에서부터 최

종적으로 終結되는 시점까지의 累積支給保險金 規模, 즉 결정 손해액을 推定하

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결정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요

율산정자가 가정한 사항, 예를 들면 사고년도별 손해진전추이가 동일한가와 같

은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요율산정자는 손해진전계

수 및 적용계수의 추정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

기간 및 진전기간별 實際累積支給保險金과 推定累積支給保險金의 差異를 척도

화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여지는 추정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방법에 의해 추정된 손해진전계수 및 적용계수를 이용하여 결

정 손해액을 산출하게 된다. 사고년도별로 일정한 손해진전추이를 가정하여 추

정된 平均損害進展係數에 사고년도에 지급된 保險金을 곱하여 決定損害額을 추

정하는 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S ij = P i1 ×
j

k = 1
M k (∵ j=2,..,5 , i=7-j,...,5)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 손해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제 4단계의 손해진전

계수 및 적용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산정자의 의도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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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단계 修整損害 率 算出

修整損害率은 5단계에서 산출된 결정 손해액을 이용하여 사고년도별 決定損

害額을 추정하고, 이 추정된 결정 손해액을 保險料와 對比하여 損害率을 算出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수정손해율은 손해율법에 의한 요율조정시

활용할 수 있는 요율관련 정보가 된다. 그러나, 요율산정자가 경험기간별 지급

보험금 규모의 증감에 대한 추이를 가정하는 경우 손해진전추이 분석을 통해

추정된 결정 손해액은 추세분석을 통해 수정되어야 요율산정에 활용될 수 있

다.

<표 Ⅲ-9> 수정손해율 산출

보험료 지급보험금 손해액진전계수 최종손해액 손해율

A P5 1 B =
5

j = 1
M j S 55 = P 51 B C= S 55 / A

지금까지 설명한 손해진전계수의 추정 과정을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自動車保險의 FY'92년부터 FY'96년까지의 對人賠償 支給保險金統計를 이용

하여 간략히 부연설명하겠다.

<표 Ⅲ-10> 대인배상(I+II)의 실적지급보험금
(단위 : 백만원)

진전년수

사고년도
1 2 3 4 5

FY'92 507,520 552,478 159,102 44,193 24,036

FY'93 600,587 611,180 172,739 61,462

FY'94 774,089 632,211 186,034

FY'95 764,569 594,213

FY'96 1,045,822

출처 :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F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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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년도별 진전기기간별 대인담보의 支給保險金69)을 진전기간별로 정리하면

<표 Ⅲ-10>와 같고, 이를 사고년도를 기준하여 진전기간별로 累積支給保險金을

정리하면 <표 Ⅲ-11>과 같다. 이 표에서 사고년도(진전기간1)의 자료를 살펴보

면 事故年度別로 保險金 規模가 增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율산정자는 왜 보험금지급 규모가 연도별 증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을

지니게 된다.70)

<표 Ⅲ-11> 대인배상(I+II)의 누적지급보험금

(단위 : 백만원)

진전년수

사고년도
1 2 3 4 5

FY'92 507,520 1,059,998주 ) 1,219,100 1,263,293 1,287,329

FY'93 600,587 1,211,767 1,384,146 1,445,608

FY'94 774,089 1,406,300 1,592,334

FY'95 764,569 1,358,782

FY'96 1,045,822

주) 1,059,998 = 507,520 + 552,478

累積支給保險金을 사고년도 기준하에 진전기간별로 전진전기간의 누적지급보

험금을 비교하여 누적지급보험금의 증가추이를 나타내는 損害進展값을 구하면

<표 Ⅲ-12>과 같다. <표 Ⅲ-12>의 손해진전값를 진전기간 기준하에 사고년도별

로 살펴보면 손해진전값이 進展期間이 經過함에 따라 減少推移가 다소 빨라 지

69)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대인배상의 지급보험금 실적으로 개인용, 업무용 그리고 영업

용의 실적을 합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요율조정이 매년 8월 1일에 이루어 짐에

따라 8월1일을 기준하여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볼 때 보상한도의 차이에

의해 지급준비금 산정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준비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회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70) 이러한 이유로 요율산정자는 사고발생율 및 사고심도에 관한 추세분석을 통하여

손해액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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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營業戰略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금 지

급이 신속히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신속

히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보상업무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인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損害進展값의 推移가 우연히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요율산정자는 손해진전값의 추이를 유발

시키는 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손해진전계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표 Ⅲ-12> 대인배상(I+II)의 손해진전값

진전년수

사고년도
1/ 1 2/ 1 3/ 2 4/ 3 5/ 4

FY'92 1.0000 2.0886주 1 ) 1.1501 1.0363 1.0190

FY'93 1.0000 2.0176 1.1423 1.0444

FY'94 1.0000 1.8167 1.1323

FY'95 1.0000 1.7772

FY'96 1.0000

적용계수 1.0000 1.9206주 2 ) 1.1415 1.0403 1.0190
주1) 2.0886 = 1,059,998 / 507,520

주2) 손해진전값의 기하평균값 : 1.9111 =(2.0886×2.0176×1.8167×1.7772)1 / 4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이 보험자의 迅速히 保險金을 支給하려고 하

는 영업정책에 의해 손해진전값이 <표 Ⅲ-12>과 같이 진전기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진전기간을 기준하여 사고년도별 손

해진전값의 감소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금 지급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미숙성된 진전기간에 대한 損害進展값를 진전기간별로 幾何平均하여

적용계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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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대인배상(I+II)의 결정손해액

진전년수

사고년도
1 2 3 4 5

FY'92 507,520 974,725 1,112,670 1,157,532 1,179,556

FY'93 600,587 1,153,466 13160,707 1,369,796 1,395,858

FY'94 774,089 1,486,688 1,697,087 1,765,513 1,799,104

FY'95 764,569 1,468,404 1,676,216 1,743,800 1,776,978

FY'96 1,045,822 2,008,568주 ) 2,292,826 2,385,271 2,430,654

주) 2,008,568 = 1,045,822 ×1.9206

<표 Ⅲ-14> 자동차보험 누적지급보험금의 실적값과 추정값

진전기간 사고년도
실적값

(A)
추정값

(B)
추정오차

(C=A-B)

2

FY'92 1,059,988 974,725 85,273

FY'93 1,211,767 1,153,466 58,301

FY'94 1,406,300 1,486,688 -80,388

FY'95 1,358,782 1,468,404 -109,622

3

FY'92 1,219,100 1,112,670 106,430

FY'93 1,384,146 1,316,707 67,439

FY'94 1,592,334 1,697,087 -104,753

4
FY'92 1,263,293 1,157,532 105,761

FY'93 1,445,608 1,369,796 75,812

5 FY'92 1,287,329 1,179,556 107,773
주) 실적값과 추정값은 <표 Ⅲ-11>과 <표 Ⅲ-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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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정된 적용계수를 사고년도의 당년도에 지급된 보험금에 곱하여 사

고년도별 진전기간별 決定損害額을 <표 Ⅲ-13>와 추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손해진전값, 적용계수 그리고 결정 손해액을 추정하는 과정은 단

순히 최종 결정 손해액을 추정하는 과정만을 보여준 것으로 실제로 결정 손해

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 Ⅲ-14>의 실적값과 추정값의 추정오차를 이용하여

추정방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대한 요율산정자의 판단에 관

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손해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여야

한다.

5. 料率의 差別化

가 . 料 率差 別化 의 必 要性

Manes는 保險을 개개인별로는 우발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金錢的 欲求의 充足 그리고 보험보호를 동일한 정도로 위협받는 다수의 經濟

主體의 相互的 充足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anes의 이런 설명은 동일한 위험

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 즉 집단들이 직면하고 있는 금전적 위험을

서로 전가함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71)

이와 같은 보험과 보험보호의 개념에 의해 요율산정자는 집단의 同質性

(homogeneity)의 假定72)하에 集團의 危險度를 推定하여 요율을 산정하게 된다. 그

리고, 요율산정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한 위험을 지니고

71) 조해균, 전게서, 12- 13쪽

72) 이 가정에 의해 위험대량의 원칙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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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요율산정자의 危險細分化는 보험가입자간에 위험전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保險目的의 特徵에 따라 이질적인 集團을 區分하며, 지니고 있는

위험도에 부합되는 요율을 부과함으로서 市場競爭力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나타나

게 된다. 이런 요율산정자의 경향을 요율산정과정과 견주어 보면 집단의 세분화는

요율체계, 보험목적의 특징은 요율변수와 등급, 위험도차이는 요율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칭하여 요율체계의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나 . 料 率體 系의 分析

요율산정시에 料率算定者는 보험요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同一한 危險을 지니

고 있다고 기대되는 개개인들을 하나의 集團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집

단이 지니고 있는 期待危險度에 상응하는 保險料率을 산출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요율산정자는 개별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위험을 지닌 위험집단으로 그룹화하고, 이렇게 그룹화된

위험집단의 특성에 기초하여 동일한 위험담보에 대해 危險分類(risk classificatio

n)73)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보험료로 이질화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위험분류는 料率變數의 選擇 및 等級決定과 相對度 推定의 두단계로 구

분하여 요율산정자에 의해 수행된다. 즉, 요율변수는 위험분류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변수로 요율산정자에 의해

73) 위험분류의 목적은 위험을 가능한 한 동질의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위험

집단별로 비용에 정확히 부합되는 요율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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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용된다. 이때 요율산정자는 實際適用이 가능하고, 社會的 및 法的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변수를 요율변수로 선택하며, 이 변수를 保險數理的 基準, 즉

정확성, 동질성, 신뢰성 및 확실성의 기준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을 설정하게 된다. 설정된 요율변수 및 등급별 위험도 차이는 一變

量 分析方法과 多變量 分析方法에 의해 추정된다.74)

다 . 一 變量 分析

一變量分析은 손해보험의 요율산정과정에서 요율산정자가 普遍的으로 사용하

고 있는 方法으로 요율변수들이 獨立的인 關係를 지니고 있다는 假定하에 요율

변수의 개별적 분석을 통해 等級을 결정하고, 선정된 등급간의 危險度 차이를

推定하여 상대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즉, 요율산정자는 일변량분석을 통해 料

率變數로서의 效用性과 等級決定의 適正性을 검토·분석하여 변수를 선택하고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율산정자는 양적변수와 질적변수로 구분되고 있는 요율변수중

등급결정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量的變數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게 된다. 이는 質的變數가 질적구분에 따라 이질적인 등급으로 설정되나 양

적변수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등급이 결정된다. 그래서, 변수의 특성을 고려

한 요율산정자의 일변량분석에 의한 등급결정은 질적변수보다는 양적변수에 대

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녀를 구분하는 변수는 이 질적구분이 등

급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연령과 같은 양적변수는 세분화된 연령별 특성을 유

74) St anford Research In st itu te , T he Role of Classification in Property an d

Ca sualty In surance : F inal Report , 1979,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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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특성을 지닌 연령층과 통합 또는 이질적 특성을 지닌 연령층을 분리하는

과정인 群集分析75)을 통해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76)

요율산정자는 결정된 등급간의 위험도 차이를 투영하고 있는 상대도를 일변

량분석을 통해서 추정한다. 즉, 요율산정자는 결정된 여러 등급에서 대표적인

등급을 基準等級으로 설정하고, 기준등급의 위험도를 다른 등급의 위험도와 비

교함으로서 등급별 상대도를 추정한다.

요율산정자에 의해 等級決定과 相對度 推定에 사용되고 있는 일변량분석은

차후에 설명할 다변량분석에 비해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기 쉽다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에 따른 추정결과의 신뢰도 부족

그리고 개별변수만을 고려하여 등급과 상대도를 추정하는 것은 요율산정자가

일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앞서 설정한 가정(요율변수들이 완전독립이다)에

저촉된다면 자료의 특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77) 그래서,

요율산정자는 일변량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찰

하여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一變量分析과 대조되는 개념인 多變量分析이라

한다.

75) 등급 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분석은 군집분석 (clu st er analy sis )이 있다. 이

방법은 개체들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들 중 탐색적 방법

(exploratory m ethod)으로서 분류법 (clas sification m ethod)과 달리 분류될 집단의

갯수나 구성에 대한 사전가정이 없다. 그리고, 군집분석은 주로 개체사이의 거리를

계량화하는 방법에 따라 집단화(grouping )가 이루어 진다.
76) 연령의 군집분석사례는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에 수록

되어 있다.
77) 서영길·박중영·장동식, 전게서, 90-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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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多 變量 分析

현재 손해보험종목에서 요율산정시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율

산정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多變量分析은 좁은 의미로는 일변량분석을 통

해 결정된 요율변수와 등급을 활용하여 料率變數의 構造的 關係, 즉 模型 및

모수값(상대도)을 推定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일변량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의미중 일반적으로 다변량 분석이라 함은

주로 넓은 의미를 말한다.

요율산정자가 다변량 분석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3단계78)의 과정을 통

해 요율체계모형 및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하게 된다.

제 1단계 : 料率變數의 選擇 및 等級決定

제 2단계 : 模型의 選定 및 相對度 推定

제 3단계 : 模型의 評價

제 1단계 料率變數 의 選擇 및 等級決定

전술한 바와 같이 一變量分析을 통해 위험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變數決定,

그리고 이 변수의 等級을 決定하는 단계이다.

제 2단계 模型의 選定 및 相 對度 推定

1단계에서 결정된 요율변수와 등급이 지니고 있는 構造的 關係를 推定하는

78) 서영길·박중영·장동식, 전게서,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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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요율산정자는 우선적으로 요율변수 및 등급의 구조적

관계, 즉 模型을 제 2단계의 다변량분석 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設定하여야 한

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모형으로 加算模型, 乘算模型 그리고 混合模型이 있

다. 요율산정자는 설정된 모형하에서 최적의 상대적 위험도를 베일리와 사이몬

의 추정법(Baily and Sim on' s Method), 베일리의 최소편차추정법(Baily's

Minimun Bias Method), 최소자승법(Least Squ are Method)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추정하게 된다.

제 3단계 模型의 評價

요율산정자는 2단계에서 요율변수 및 등급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고, 설정

된 관계속에서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하는데 이 경우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여

러 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料率算定者는 探索的 方法을 사용하여 설정가능한 여러 모형중 요율

변수 및 등급의 구조적 관계를 잘 설명하는 模型을 設定하게 된다. 즉, 설정된

여러 모형중 요율변수 및 등급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형을 요율산정자는 최종적으로 요율체계모형으로 선택한다. 이때 요율산정자

는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결정계수, 평균오차제곱합, 평균절대오차합 등의 비교

척도를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多變量分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一變量分

析을 통해 料率變數와 等級을 決定한 후 여러 모형중 요율변수 및 등급의 구조

적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模型을 選擇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다변량분석은 일변량분석이 지니고 있는 자료의 왜곡, 자료 양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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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변량분석처럼 이해가 쉽지 않고 위

험계층간 요율차별을 자료에서 직접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79) 그리고, 많

은 요율변수 및 등급을 사용하므로 자료의 양이 미비하거나 극단적으로 공집단

일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80)

自動車保險의 경우 전통적으로 乘算模型을 사용하여 왔고, 그리고 현재에도

국내의 자동차보험, 특히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이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81) 그

러나,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多變量分析보다는 一變量分析에 의하여 요율변

수 및 등급의 상대적 위험도가 추정되고 있다. 즉, 요율산정자가 요율체계를 승

산모형으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요율변수 및 등급간의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기

보다는 요율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일변량분석을 통해 등급과 상대

적 위험도를 추정하고 있다.

79) 서영길·박중영·장동식, 전게서, 91쪽
80) 보험요율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요율산정자는 요율변

수 및 등급간이 관계를 가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교호항이 없는 모형을 설정하는

경우 구분가능한 모든 집단은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요율변수 및 등급을 너무 세분화하는 경우 일부 극단적인 통계치에 의해

구조적 관계가 왜곡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81)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보험의 요율체계를 전통적 승산모형에서 가산모

형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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