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價格 算 定의 향 후 檢討 事 項

1. 料率算定方法

가 . 純 保險 料法 과 損 害率 法

현재 요율산정방법은 손해율법을 근간으로 하여 순보험료법을 보완하는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요율(등급간의 상대도 포함)을 조정하는 경우에 손해율

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순보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율산정방법의 운용형태는 순보험료법과 비교하여 적은 통계자료

를 이용 그리고 관리 및 운영상의 다소 간소 하다는 손해율법의 장점 때문에

<표 Ⅲ-2>와 같이 변형된 손해율법을 요율산정의 기본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

을 것이다.

그러나, 料率算出機關이 손해율과 사업비율에 관한 합산비율을 이용하여 요

율을 조정하여 영업보험료 형태로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위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회사간에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 인식은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향후 보험회사가 보다 자유

롭게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시장환경으로 변화될 것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요율

산출기관이 손해율법에 의하여 산정한 요율은 정확한 요율관련 정보의 획득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정확한 수정계수가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격담합에 대한 인식과 부정확한 수정계수를 산정할 가능성의 존재로 요율

산출기관은 기존의 요율산정 및 요율관련 정보의 제공형태에 관한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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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경우에 손해율법으로 요율을 산정하기 보다는 보험소비자에게 가

격담합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위험노출단위(exp osure unit)의 정확

한 정의를 설정하여 정확한 보험원가산출, 집적자료를 이용한 정치한 통계분석,

요율개정의 정당성 확보 용이 등의 장점을 지닌 순보험료법으로 요율을 산정하

는 방향으로 요율산정방법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위험도를 계량화하는 순보험료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건(<표 Ⅲ-4> 참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손해보험종목에 일

률적으로 순보험료법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특히 아래와 같이 보험종목별

위험측정단위를 고려하는 경우에 위험도의 대소를 정확히 반영할 것, 보험회사

의 위험도 측정이 용이할 것, 그리고 피보험자의 조작이 곤란할 것이라는 3가

지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측정단위를 요율산정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순보험료법에 의한 요율산정을 강제할 수 없다.

<표 V-1> 보험종목별 요율측정단위

보험종목 요율측정단위

화재보험 건물동수, 보험가입금액

해상보험 보험가입금액, 선박톤수, 선박가액

상해보험 사람수, 보험금액

근재보험 종업원수, 급여총액

자동차보험 대수, 주행거리, 계약기간

항공보험 이륙수, 비행거리, 여객수, 보험금액

따라서 요율산출기관이 여러 요율산정방법(예,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의 장

단점을 비교분석하여 보험종목별로 요율산정방법에 대한 사용기준을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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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취득하여 보험종목별로 어느 요율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측면에서 선호될 수 있는 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해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

III-2>와 같이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모형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종전에는 예정기초율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험실적에 따라 요율이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동기초율이 변경되지 않음으로 개정된 요율의 보험원가에 대한 구성

이 경험실적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식과

같이 예정합산비율(예정손해율+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율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적합산비율과 예정합산비율(1-예정이율)을 비교하여 경험실적에 따

른 요율의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경우에 실적손해율과 실적사업비율의 구성관계

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단순히 장래에도 기존에 설정한 예정손해율과 예정사

업비율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M = 실적손해율 + 실적사업비율
1 - 예정이율

이 사례는 손해율법에 의한 요율산정시 요율산정자가 예정기초율에 관하여

많은 검토를 통해 경험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조정

요인의 산출공식을 변형하고, 이를 조정요인산출시 고려하지 않은 보험원가요

소도 동일한 조정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가격자유화의 진전으로 향후에 요율산출주체가 요율산출기관과 보험

회사로 다원화될 것을 감안할 때 손해율법에 의한 조정요인의 산출에는 예정기

초율의 접근에 보다 탄력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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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料 率調 整方 向 (上 向式 및 下 向式 )

料率調整方向은 <그림 Ⅴ-1>과 같이 보험종목에서 요율산출단위로 점차적으

로 요율을 조정하는 下向式과 요율산출단위에서 보험종목으로 점차적으로 요율

을 조정하는 上向式이 있다.

보험종목

하향식
------------------------>

요율산출단위<-----------------------
상향식

<그림 Ⅴ-1> 상향식 및 하향식 요율조정방향

上向式은 현재 거의 모든 일반손해보험종목에서 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 사

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요율조정의 最下單位부터 실적에 따른 요율조정요인을

산출하여 점차적으로 上位單位의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料

率算定者에게 있어 요율조정요인이 요율산정의 최하단위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經驗統計로 쉽게 調整要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험종목의 전체실적에 따른 요율의 조정요인을 요율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保險者의 營業政策을 반영한 요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요율산출기관이 보험자의 독특한

영업전략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경험기간동안의 손해실적을 기초로 하여 협

정요율를 산출하였던 상황에서는 상향식에 의한 요율조정은 큰 무리없이 사용

될 수 있었을 것이다.

下向式은 요율산정자 또는 경영자의 營業戰略과 保險種目의 全體實績을 고려

하여 保險種目의 全體에 대한 요율의 조정요인을 산정한 후, 점차적으로 下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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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의 요율조정요인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상향식 요율조정이 지니

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는 있으나 요율조정의 최하단위까지 보험종목의 전체

요율조정요인에 대한 數理的 配分基準과 요율산정자의 判斷基準을 별도로 설정

해야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단점은 차후에 설명할 信賴度를 이용하여

하부단위의 통계적 특성(예 자료의 양)에 따라 신뢰도를 설정하여 보험종목전

체에 대한 요율조정요인을 배분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상향식 또는 하향식의 요율조정은 일반적으로 경험실적의

사용에 관한 제한, 특히 요율의 調整限度96)와 같은 제한이 없는 경우에 동일한

요율조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요율의 조정한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

서 상향식에 의한 요율조정의 효과는 하향식에 의한 요율조정의 효과와는 다르

게 된다.

<표 V-2> 상향식과 하향식 요율조정효과 예시

구분 보험료 손해율 예정손해율
조정한도미설정 조정한도설정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 하향식

단위 1 100 50% 50% 100 100

단위 2 200 80% 50% 320 250

단위 3 300 40% 50% 240 240

계 660 590

전체 600 55% 50% 660 660

조정효과차이(상향식-하향식) 660-660=0
590-660= -70

(11.7%=70/ 600)

96) 손해보험요율관리규정의 제2장 제7조의 4항에 요율조정율은 요율의 안정성을 도

모하기 위하여 상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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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 V-2>와 같이 요율산정단위, 보험료, 손해율, 예정손해율 등을 가정

하고 조정요인을 손해율과 예정손해율의 차이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 조정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上向式과 下向式 모두 요율산정단위를 구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전체의 修整保險料가 660(조정요인 10% 이상)이 산출

된다. 그러나 25%의 調整限度를 가정하면 上向式에 있어서 전체의 修整保險料

는 590(조정요인 1.7%인하)가 되고 下向式에 있어서 전체의 修整保險料는 660

이 되기 때문에 상향식과 하향식에 의한 요율조정은 약 11.7%의 조정효과의 차

이가 발생한다.

<표 V-2>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향식과 하향식의 이런 상이점으로 의해 요율

산정자는 보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율조정방향을 상향식으로 할것

인가 또는 하향식으로 할 것이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상향식에 의한 요율조정은 요율산정의 최하단위에 있어서 料率의 安定性

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다른 料率算定單位의 상대적 위험도와의 差別性을 왜곡

시키고, 더 나아가 보험종목전체의 실제 經驗實績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상향식에 의한 요율조정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바라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環境變化로 인해 보험종목전체의 실제 경험실적에 영업정책

을 반영하여 보험가격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율조정

산출의 방향(상향식 또는 하향식)에 대한 요율산정자의 선택에 있어서 상향식

에 의한 요율조정이 下向式의 料率調整으로 變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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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經驗 期間 의 設 定

일반적으로 요율산정자가 經驗期間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料率의 安定

性과 適應性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97) 요율의 安定性은 요율을 장기간에

걸쳐 평준화시킴으로서 요율의 변화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상태이고, 요율의 適

應性은 가급적 최근의 손해실적을 요율에 치중되게 반영함으로서 요율의 변화

요인를 극대화하는 상태이다.

요율산정자는 經驗期間의 설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율의 안정성과 적응성은

상호배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율산정자는 安定性과 適應性을 調和시킬

수 있도록 경험기간을 설정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요율산정자가 安定性을 중

시하는 경우에는 경험기간을 최대한도로 長期間을 설정할 것이고, 그리고 適應

性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경험기간을 短期間으로 설정할 것이다.

損害保險의 대부분 종목에서는 이상위험 및 거대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요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독권자는 손해보험의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經驗統計期間을 5년으로 하여 法(또는 規定)에 정하고 있다.98)

그러나, 최근의 시장환경변화에 의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1997년도 요율조정

시부터 기존의 경험기간은 준용하면서도 연도별 가중치(<표Ⅲ-6> 참조)를 사용

하여 경험기간동안의 손해율을 연도별로 가중평균하여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一般損害保險의 이런 변화는 요율산정자의 경험기간에 대한 인식이 안정성보

다 適應性을 重視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

97)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전게서, 38- 39쪽

98)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산정시 사용하는 있는 경험통계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IS O의 경우는 전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경험통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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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변화는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라는 큰 시장경제흐름에 비추어 볼 때 더

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經驗期間設定에 대한 요율산정자의 認識이 變化되고 있는 현시점은

요율의 안정성 및 적응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經驗期間과 年度別 加重値의 설

정방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기간과 가중치는

상당부분 요율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재 ISO에서 사용중인 경험기간

및 연도별 가중치 설정방법을 고찰하여 간접적으로 향후 국내에서 사용될 경험

기간 및 연도별 가중치의 설정방법에 대한 발전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I.S.O.99)는 요율산출의 전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信賴度槪念100)

을 이용하여 <표 Ⅴ-3>와 같이 전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의 양

을 파악하여 경험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최근년도를 기준하여 누적자료의 부

99) NANCY A. GRAVES AND RICHARD J. CAST ILLO, "COMMERCIAL GENERAL

LIABILIT Y RAT EMAKING F OR PREMISES AND OPERATIONS", CA S UA L T Y

A CT UA R IA L S OCI E T Y, DISCUSSION PAPER PROGRAM, VOLUME II, 1990,

pp634- 635 : 1980년대 중반의 배상책임위기 (com m ercial liability crisis ) 결과, 보험

요율의 안정성이 보험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런 이슈에 대한 관심이 IS O

로 하여금 신뢰도기준과 경험기간에 대해 조사하게 하였다.
100) IS O, "COMP ENDIUM OF IS O CREDIBILIT Y PROCEDURES ENCLOSED",

A S - AL - 89- 24, 1989.12 : 현재 IS O에서 신뢰도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

와 같다.

가. 통계기간 및 연도별 가중치

나. 주단위 요율산출 (statew ide ratem akin g )

다. 등급분류 (clas sificat ion )

라. 지역분류 (terr itor ies )

마. 손해진전 (loss dev elopm ent )

바. 추세 (t r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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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뢰도를 이용하여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표 Ⅴ-3> 경험기간 및 연도별 가중치

구 분
가 중 치

비 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경

험

기

간

1년 100% - - - - 1년전 손해자료가 전신뢰도 기준을 만족

2년 85 % 15% - - -

1년전 손해자료가 전신뢰도기준에 미달하고,

2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85 %이상의 부

분신뢰도를 가질 경우

3년

70% 20% 10% - -

2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부분신뢰도

85 %미만이고, 3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70%이상의 부분신뢰도를 가질경우

50% 30% 20% - -

2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부분신뢰도

85 %미만이고, 3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50-70%사이의 부분신뢰도를 가질 경우

4년 40% 30% 20% 10% -

3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부분신뢰도

50%미만이고, 4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50%이상일 경우

5년 30% 25% 20% 15 % 10%
4년전까지의 평균손해실적이 50%미만의 부

분신뢰도를 가질 경우

이와 같은 I.S.O의 경험기간 및 연도별 가중치설정방법은 향후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최소자료만을 가지고 요율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요율산정자에 의

하여 經驗期間의 설정과 연도별 加重値에 관하여 하나의 判斷基準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90 -



3. 損害 進展 係數 의 算 定

손해보험의 경우에 營業戰略, 損害率變更,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損害査正實務

의 變更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수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요율산정자의 價格

豫測力을 크게 떨어뜨려 실제로는 장래에 지급하게 될 최종 보험금규모와 매우

상이한 예측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수리적 가격산정의 이런 한계로 인해 손해진전계수의 추정이 단순히 기

계적으로 자료만 입력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량적인 요소를 보

다 객관적으로 計量化하는 작업에 의해 자료에 숨겨진 속성을 찾아내는 探索的

인 分析과 다양한 經驗을 바탕으로 한 主觀的 判斷이 요구된다. 따라서, 요율산

정자는 현재의 손해진전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의 변화, 기

초자료의 집적 및 처리방법의 변화, 이질적 위험(또는 사고유형)을 지니고 있는

집단의 손해실적등의 內的要因과 물가, 판례 및 행정관례의 변화등의 外的要因

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요율산정자는 먼저 內·外的要因의 특성을 정의하고, 그 후 요인들의

검토를 통해 요율에 미치고 있는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율산정자가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통계 및 분석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효과를 수치화하여 이를 실제 사용

되는 통계에 미리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적용사례로는 物

價指數(예, 소비자물가지수, 보험원가지수)를 이용하여 損害進展推移를 보완하

여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검토외에 요율산정자는 損害進展推移에 대한 분석결과를 평

가하여 合理的인 分析方法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 요율산정자는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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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실적에 근거하여 명문화되어 있는 손해진전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에 종속되

어 자사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추정방법에 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장환경이 協定料率에서 會社料率로 변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손해진전추이분석에 의해 보험자의 고유한 특성이 반

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價格競爭力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損害進展推移分析은 회사 고유의 내적요인(예, 영업전략 및

경영전략)에 대한 原因分析을 토대로 손해진전추이분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방법의 事後評價를 통해 최종적으로 손해진전추

이를 分析하는 方法을 나름대로 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損害進展推移分析에 대한 평가는 손해진전추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가정, 예를 들면 개별적립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지거나 또는 진전년도

별 보험금지급비율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에 대한 평가이다. 이

는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의 일관성이 체계적으로 이탈되는 정도에 따라 왜

곡이 발생하게 되므로 분석방법의 평가는 분석방법이 지니고 있는 가정을 얼마

나 만족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자료의 분석모형에 대한 편의성 및 적합성에 의한 損害進展推移

分析에 대한 檢査는 손해진전추이의 분석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율산정자는 비율법, 편의법(bias법), 추정

오차제곱법(RMSE법), 절대편차법, 상관계수법 등에 의해 손해진전추이의 분석

방법을 평가할 수 있다.101)

101) Prakash Naray an an d T h om as W arthen , "A com parativ e Stu dy of th e

P erform ance of Los s Reservin g M ethods through Sim ulat ion ", CA S UA L T Y

A CT UA R IA L S O CI E T Y , S em inar H andout , 199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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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率分析法은 실적값 S ij과 추정값 S ij 의 추정오차율(
S ij - S ij

S ij
)을 산출하고,

그리고 추정오차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K =

N - 1

i = 1

N + 1 - i

j = 2

S ij - S ij

S ij

N (N - 1) / 2

偏倚法(BIAS법)은 실적값과 추정값의 추정오차( e ij = S ij - S ij )를 산출하고,

그리고 추정오차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K =

N - 1

i = 1

N + 1 - i

j = 2
( S ij - S ij )

N (N - 1) / 2

推定誤差제곱법(RMSE법)은 추정오차의 제곱을 산출하고, 그리고, 추정오차제

곱의 평균에 평방근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K =

N - 1

i = 1

N + 1 - i

j = 2
( S ij - S ij )

2

N (N - 1) / 2

絶對偏差法는 추정오차의 절대값을 산출하고, 그리고 절대추정오차의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K =

N - 1

i = 1

N + 1 - i

j = 2
|S ij - S ij |

N (N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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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關係數法은 실적값과 추정값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다.

R 2 =
CO V ( S ij , S ij )

Var ( S ij ) Var ( S ij )

이 5가지 방법에 산출사례는 <표 Ⅴ-4>와 같다.

<표 Ⅴ-4> 손해진전추이분석방법의 비교척도 산출 사례

진전기간 사고년도 추정오차 절대추정오차 추정오차율 추정오차제곱

2

FY'92 85,273 85,273 0.08 8,116,982,254

FY'93 58,301 58,301 0.05 4,096,795,055

FY'94 -80,388 80,388 -0.05 5,334,021,651

FY'95 -109,622 109,622 -0.10 23,589,712,730

3

FY'92 106,430 106,430 0.09 12,507,573,995

FY'93 67,439 67,439 0.05 5,505,317,574

FY'94 -104,753 104,753 -0.06 9,313,341,843

4
FY'92 105,761 105,761 0.09 12,408,279,618

FY'93 75,812 75,812 0.06 6,861,888,293

5 FY'92 107,773 107,773 0.09 12,884,942,889

K -
31,203

(편의법)

90,155

(절대편차법)

0.03

(비율법)

91,949

(오차제곱법)
주) 추정오차는 <표 Ⅲ-14> 참조.

<표 Ⅴ-4>와 같이 산출된 K값들은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검토

하여 요율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추정방법들 중

- 94 -



동일한 비교척도하에서 오차(K값)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표 Ⅴ-5> 손해진전계수의 추정방법에 따른 추정오차비교

추정오차척도
손해진전계수 추정방법

비교우위
기하평균 산술평균

비율분석법 0.0281 0.0258 산술평균

편의법 31,203 28,180 산술평균

추정오차제곱법 91,949 91,347 산술평균

평균절대편차법 90,155 89,303 산술평균

상관계수법 0.8915 0.8916 산술평균

<표 Ⅴ-5>는 損害進展係數를 손해진전값의 幾何平均 또는 算術平均하여 추정

하였을 때 실적치와 추정치의 차이에 관한 5가지 比較尺度값을 정리하였다. 이

표를 살펴보면 5가지의 비교척도기준이 모두 손해진전값을 기하평균하여 손해

진전계수의 추정치로 하기 보다는 단순산술평균한 손해진전계수의 추정치가 실

적누적손해액과 추정누적손해액의 추정오차를 작게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요율산정자가 손해진전계수의 추정방법을 손해진전값(link-ratio)의 기하평균방

법보다는 산술평균방법이 손해진전추이분석에 있어 보다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하여 요율산정자는 損害進展推移를 分析하는 方法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여 실자료에 적합한 요율의 산정 및 지급준비금의 산정방법을 선택적

으로 사용함으로서 분석결과가 실자료를 왜곡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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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차후의 손해진전계수의 추정에는 요율산정자가의 主觀的 判斷을 다

소 나마 客觀的 기준에 의하여 判斷될 수 있도록 <표 V-5>의 사례와 같은 비

교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料率 變數 및 相 對度 推定

현재 損害保險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변수 및 상대도 추정은 料率變數 상호

간에 완전 獨立을 전제로 하여 하나의 요율변수에 대한 一變量分析을 실시하여

등급과 상대도를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변수들이 이와 같이 방법으로 요율체계에 변수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한 변수상호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즉 變數

들간에 交互關係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요율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기량과 용도를 요율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 두변

수의 도입당시 서로 독립을 가정하여 배기량과 용도를 개별적인 일변량분석에

의하여 등급과 상대도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배기량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사용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변수가 독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102)

따라서, 料率變數의 選擇 및 相對度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하는 一變量分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多變量分析方法도 가미하여

일변량분석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다변량분석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겠다. 즉, 다변량분석을 통해 일변량분석시 설정한 가정을 검증하여 요율체계

102) 서영길·박중영·장동식, 전게서, 116-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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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왜곡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다변량분석은 요

율변수 및 등급을 너무 세분화하는 경우 요율변수 및 등급간의 구조적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변량분석은 이론적 타당성을 지

니고 있지만 실무에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요율산정자는 여러 요율변수중 집단의 구조를 잘 설명하는 변수를

영업상의 한계까지 변수로 설정하여 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동시에 실시하

여 이 두방법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모두 취해야 할 것이다.

5. 豫定基礎率

순보험료, 사업비, 그리고 이윤의 보험원가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保險價格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한 推定値이다. 이런 보험가격의 특성 때문에 요율산

정자는 보험원가요소별로 보험실적을 분석하여 보험가격을 추정하게 된다. 이

경우 추정된 보험가격을 보험원가요소별 구성비로 표현하면 豫定損害率, 豫定

事業費率 그리고 豫定利率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세가지의 보험원가별 구성관

계를 통칭하여 예정기초율이라 한다.

현재까지 예정기초율은 料率의 安定性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보험원가의 구

성관계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소 제한적인 보험환경에서 보다 자유로운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율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料率의 適應性을 높여야만 보험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가까운 장래에 맞이할 것이다. 이런 환경의 도래는 지금까지 요율

산정자가 지니고 있는 豫定基礎率의 調整, 事業費의 配分 그리고 投資所得의

反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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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豫 定基 礎率 의 調 整

상품인가시 제출하는 基礎書類에 예정기초율은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新商品의 경우는 類似危險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예정기

초율을 채택하고, 그리고 旣存商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주기로

예정기초율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103)

<표 Ⅴ-6> 보험종목별 예정손해율 및 예정사업비율

보험종목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합산비율

화재보험 50.5% 44.5% 95.0%

해상보험 60.7% 34.3% 95.0%

자동차보험 72.7% 25.8% 98.5%

보증보험 56.2% 38.8% 95.0%

기술보험 60.0% 35.0% 95.0%

책임보험 68.7% 26.3% 95.0%

상해보험 45.2% 49.1% 95.0%

종합보험 50.% 45.0% 95.0%

기타특종
(도난보험) 40.0% 55.0% 95.0%

주 : 예정손해율은 보험종목별 경과보험료를 기준하여 가중평균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FY'96 손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 : 총괄』

103) 손해보험 요율의 산출 및 검증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17조(요율산출 기초의 조정)

에 예정기초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94.2.15에 동규정은 폐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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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損害保險種目의 豫定基礎率104)는 <표 Ⅴ-6>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자

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예정손해율과 예정사업비율의 구성관

계는 상이하지만 合算比率을 95%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6>의 豫定基礎率은 상품개발시에 설정한 보험원가의 구성율을 지금까

지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원가의

구성관계에 있어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요율산정자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단계적 價格自由化로 인하여 예정기초율의 조정에 대한 必要

性이 半減된 결과이다.

예정기초율에 대한 요율산정자의 인식은 향후 보험가격에 대한 경쟁이 치열

해지는 完全價格競爭環境에서는 보험자별로 각자의 손해실적 및 사업비실적에

따라 예정기초율을 달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선진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요율산출기관에서 純保險料(loss cost)만

을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들이 자기회사 자료를 기초로 수정여부의 결정과 附

加保險料를 부가한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산출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런 경우

예정기초율은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수준, 경영목표와 마케팅전략을 감안한 사

업비 및 이익률의 결정에 의해 설정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은 보험자

들이 가격경쟁시장에 적응되어 감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料率算出機關과 監督當局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정착을 위해 보

험자의 요율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料率算出機關은 보험원가중 純保險料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손해보험시장 전체의 危險度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104) 91년에 손해보험종목중 화재보험 (주택물건과 일반물건), 해외여행보험, 도난보험,

상해보험의 예정기초율이 조정되었다.(재무부 손보 22340- 295, 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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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監督當局은 보험자의 자의적인 事業費 配分의 여

지를 축소시키기 위해 사업비 배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保險者는 요율산출기관와 감독당국의 부단한 노력에 의한 생산

물인 순보험료와 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실정에 부합되는 合理

的인 豫定基礎率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 事 業費 의 配 分

料率算定者는 보험종목별로 豫定事業費率을 달리 설정하고, 사업비의 집행결

과를 保險種目別로 分析하여 보험가격의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에 대한 會計處理가 보험종목별로 분리되지 않고 회계상의 비용계정에 따라 사

업비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보험종목별 사

업비실적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요율산정자는 보험회사의 전체에 대한 사업

비에 관한 會計情報를 이용하여 보험종목별로 사업비를 配分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事業費의 배분은 사업비에 해당되는 費用計定의 特性에 따라 배

분되는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면 영업비 및 손해사정비의 공통비와 같이 명확

히 어느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용은 보험종목별 배

분하여야 하고, 어느 특정 종목에 해당되는 경비, 직접고유비는 직접 분류하여

야한다.

따라서, 요율산정자는 사업비를 보험종목별로 배분하기 전에 <표 Ⅴ-7>와 같

이 사업비와 관련된 비용계정을 계정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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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손해보험의 사업비 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영 업 비 고 유 비 직접고유비

간접고유비

공 통 비

손해조사비 고 유 비 직접고유비

간접고유비

공 통 비

일반관리비 -

투자 경비 -

<표 Ⅴ-7>은 계정의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분류한 것이으로 요율산정자는 이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세단계로 배분한다.

1단계 : 특정 종목에 해당되는 경비, 直接固有費는 직접 분류한다.

2단계 : 영업비 및 손해조사비의 複合固有費는 업무량비율, 임금비율, 조정원

수보험료비율 등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배분한다.

3단계 : 1단계와 2단계에서 보험종목별로 배분된 고유비와 공통비, 일반관리

비를 보험종목별로 아래와 같이 소분류한다.

1. 直接固有費는 해당 종목에 직접배분한다.

2. 複合固有費는 아래의 원칙중 하나를 적용하여 배분한다.

가. 임금비율 비례배분

나. 업무량비율 비례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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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원수보험료비율 비례배분

라. 원수보험금과 사고건수 비율의 평균 비례배분

마. 전산기 사용시간 비례배분

바. 조정원수보험료와 신계약건수비율의 평균비례배분

3. 영업비 및 손해조사비의 共通費는 고유비의 배분결과(구성비)에 따라 배

분한다.

4. 一般管理費는 보험종목별 소분류기준의 조정원수보험료기준으로 배분한다.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배분된 사업비에 관한 정보는 요율산

정자가 보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事業費는 마

케팅 전략, 경영목표 등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보험상품별로 예정된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비실적이 왜곡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보험종목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경우에 보험자들은 보편

적으로 사업비를 보험상품간의 이전처리하여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왜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실적의 왜곡은 현재 손해

보험종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정요인의 산정방법에 의해서는 보험종목별 보험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정기초율의 조정」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는 監督當局이 모든

보험회사에 통용시킬 수 있는 보험종목별 事業費 配分에 관한 基準을 제시하

고, 이를 보험자들이 준수토록 하여 사업비 배분에 관한 객관성을 확보함으로

써 사업비의 왜곡에 의한 부정확한 보험가격의 산정을 다소나마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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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投 資所 得의 反映

요율을 구성하는 요소중 손해율과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 즉 豫定利率은 異

常危險(contingency)의 대비와 언더라이팅 利益(profit margin)의 보장이란 두가

지 목적으로 보험료의 구성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는 異常危險의 대비로 보험가격이 예정가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가격결정시 고려한 상황에서 벗어난 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

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豫定利率을 보험자의 경영상의 어려움

을 완화시키기 위한 緩衝裝置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는 언더라이팅 利益

의 보장으로 보험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는 보

험자가 적정한 이윤이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험자는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예정

이율을 보험가격에 반영한다.

豫定利率이 지니고 있는 이 두가지 目的은 상호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이상

위험대비와 언더라이팅이익 보장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 이상위험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 예정이율에 준하는 수준에서 언더라이팅 이익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이 이상위험대비에 활용될 것이다. 이런

성격들은 保險會社가 자본시장에서 金融資産의 供給者(또는 機關投資者)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예정이율이 이상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은 강화

되는 반면에 언더라이팅이익을 보장하는 성격은 약화될 것이다. 즉, 요율산정자

가 보험가격결정시 투자소득을 반영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언더라이팅이익을 보

장하는 기능이 감소할 것이다.

豫定利率의 機能變化는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간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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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보험자에게는 투자소득을 보험가격에 반영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

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제공하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방법」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의 일부 주에

서 투자소득을 반영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협정요율에서 자유요율로 변

화되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6. 信賴度

信賴度 理論은 미국 및 캐나다에서 손해보험요율산정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

한 통계방법의 하나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統計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

는 것이다. 이 신뢰도이론은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m easure)를 사용하

는데,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事故件數위주의 신뢰도과 分散分析위주의 신뢰도

로 분류할 수 있다.

事故件數위주의 신뢰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古典的 信賴度算出方

法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Longley-Cook의 신뢰도 산출방법, Perry Mann의 신뢰

도 산출방법, Mayerson과 Jones과 Bow ers의 신뢰도 산출방법 등이 있다.

Longley-Cook의 신뢰도 산출방법은 사고건수의 분포와 사고심도의 불변성에

대한 가정하에 통계분석방법의 일종인 信賴區間推定法을 응용하여 설정된 檢證

力(p ow er level, p)105)을 충족시키는 확률변수값 Y (p)와 偏差許容限度(tolerance

level, k )값을 이용하여 사고건수를 추정하고, 이 추정된 건수 N F 에 전신뢰

105) 검증력 p와 유의수준 α는 p +α = 1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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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즉, 요율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정된 편차허

용한도와 검증력하에서 사고건수를 추정하여 전신뢰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N F =
Y (p) 2

k 2

이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Longley-Cook이 "Introdution to Credibility

Theory"에 게제한 것으로 사고건수에 대한 분포를 포아송분포로 가정하여 <표

Ⅴ-8>과 같이 검증력과 편차허용한도별로 전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사고건수

를 추정한 것이다.

<표 Ⅴ-8> 롱리의 전신뢰도 사고건수

검증력(p)

편차허용한도(k)
85% 90% 95% 99%

0.5% 82,829 108,241 153,664 265,431

1.0% 20,707 27,060 38,416 66,358

2.5% 3,313 4,330 6,147 10,623

5.0% 828 1,084 1,537 2,654

7.5% 368 481 683 1,180

10.0% 207 271 384 664

Longley와 Cook의 신뢰도 산출방법은 事故深度의 不變性을 가정하여 전신뢰

도를 부여할 수 있는 사고건수를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사고심도의 불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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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의 變動係數

( C V = 표준편차/ 평균)를 반영한 Perry Mann의 신뢰도 산출방법과 사고심도에

관한 확률변수의 3차 적률값을 반영한 Mayerson, Jones and Bow ers의 신뢰도

산출방법이 있다.106)

- Perry Mann의 신뢰도 산출방법107)

N F = ( Y (p) 2

k 2 ) ( 1 + C V 2)

- Mayerson, Jones and Bow ers의 신뢰도 산출방법108)

2k N F = Y (p) M 2 + Y (p) 2M 2 + 2k ( Y 2 - 1)(M 3 / 3M 2)

페리만의 사고건수와 메이어슨등의 사고건수는 롱리의 전신뢰도건수를 손해

액자료의 변동계수 등을 이용하여 보완한 것으로 실제로 FY'96년 자동차보험의

對人擔保와 對物擔保의 금액계층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신뢰도를 산출해 보면 <

표 V-9>과 <표 V-10>과 같다.(별첨 6참조)

106) IS O, op. cit .
107) 이명주,『손해보험수학』, 경문사, 1989, 164- 166쪽

108) 이 공식의 수학기호는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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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9> 자동차보험 대인담보의 전신뢰도 사고건수109)

검증력

(p)

허용오차

(k)

변수값

(Y(p))
롱리 페리만 메이어슨 등

95.0% 0.05 1.645 1,082 10,778 10,991

97.5% 0.05 1.96 1,537 15,300 15,656

99.5% 0.05 2.58 2,663 26,511 27,218

주) 롱리의 전신뢰도건수는 변수값의 반올림에 의해 다소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표 V-9>를 보면 자가용, 업무용 그리고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은 금액계층별

對人損害額資料를 이용으로 인해 다소 變動係數(CV≒8.96)값에 대한 신뢰가 떨

어지나 有意水準 5%(검증력 95.%)와 許容誤差 0.05를 가정하에 페리만법을 사

용하여 전신뢰도기준의 사고건수를 구하면 10,778건이 산출된다. 이는 롱리법의

1,082건보다 사고건수를 많이 설정함으로서 손해액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반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계수뿐만 아니라 분포의 치우친 정도를 나타

내는 歪度(또는 3차정률값)을 이용하는 메이어슨등의 방법에 의하면 전신뢰도

기준의 사고건수는 10,991건이 산출된다. 이는 페리만과 메이어선등의 전신뢰도

건수가 큰 차이가 없으나 다소 메이어슨등의 사고건수가 페리만의 사고건수보

다 다소 높게 설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09) F Y '96년도의 자가용과 영업용의 금액계층별 대인손해액자료를 이용함.(보험개발

원,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 (F Y '96)』, 1997,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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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0> 자가용 자동차보험 대물담보의 전신뢰도 사고건수110)

검증력

(p)

허용오차

(k)

변수값

(Y(p))
롱리 페리만 메이어슨 등

95.0% 0.05 1.645 1,082 3,274 3,370

97.5% 0.05 1.96 1,537 4,648 4,808

99.5% 0.05 2.58 2,663 8,053 8,371

<표 V-10>를 보면 對物擔保에 있어서 페리만과 메이어슨등의 전신뢰도를

충족시키는 사고건수가 대인담보보다 모두 작게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물담보의 손해액자료가 대인담보의 경우보다 적은 變動係數값(2.02)을 가지기

때문에 적은 사고건수에 전신뢰도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고전적 신뢰도 산출방법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연도, 특히 거대

손해가 발생한 연도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는 특징을 있기 때문에 危險單位

(exp osure unit)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신뢰도를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신뢰도를 사고건수보다 위험단위에 부여할 필요성을 지

닌다.111) 일반적으로 전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위험단위수는 사고발생율 f와

전신뢰도를 가지는 위험단위수 N E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N E = N F / f

110) F Y '96년도의 자가용의 금액계층별 대물손해액자료를 이용함.(보험개발원,『자동차

보험 통계자료집 (F Y '96)』, 1997, 373쪽)
111) 사고건수와 위험단위수대신에 전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보험료규모를 설정하기

도 한다. IS O에서는 기업성물건 (com m ercial porioerty lin es )에 보험료 또는 경과보

험료를 사용하여 전신뢰도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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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全信賴度가 부여되는 사고건수(또는 위험단위수)를 설정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전신뢰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고자료를 요율산정에 이

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료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즉, 자

료에 완전한 믿음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이 자료에 요율산정자의 믿음의 정도,

즉 部分信賴度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전적 신뢰도 이론에서 部分信賴度 Z를 산출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사

고건수기준하에서는 제곱방식이 있고, 보험료기준하에서는 수정방식이 있다.

- 제곱방식

Z = N
N F

∵ N : 사고건수 , N F : 전신뢰도를 만족하는 사고건수

- 수정방식

Z = ( 1 + a) P
P + a C

∵ P : 거수보험료(the amount of premium)

C : 전신뢰도를 만족하는 보험료수준

a : 계수112)

제곱방식에 의한 부분신뢰도 산출방법은 경험통계기간동안의 총사고건수 N

가 전신뢰도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건수 N F 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

한 추이(제곱근)로 신뢰도를 적게 부여하는 방법이다. 수정방식에 의한 부분신

뢰도산출방법은 경험통계기간동안의 총보험료 P가 전신뢰도를 지니고 있다고

112) IS O, op., cit ., p15 : IS O에서는 이 수정공식에 포함된 계수 a값을 0.1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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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보험료 C에 미달되어지는 정도를 신뢰도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곱

방식이 가정하고 있는 부분신뢰도의 변화추이와는 다른 추이를 사용한다. 이

수정방식은 제곱방식과 비교하여 더 높은 부분신뢰도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제곱방식과 수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部分信賴度는 보험실무에서 아래와 같

이 이용될 수 있다. 즉, 경험실적이 지니고 있는 요율관련정보가 전신뢰도를 부

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율산정자는 情報의 不足으로 인한 料率의 推定誤謬를

最小化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율을 보수적으로 구요율과 경험실적요율을

가중평균(부가중치=부분신뢰도)하여 신요율의 산정에 이용될 수 있다.

신요율 = 구요율 ( 1 - Z) + 경험실적요율 Z (∵ 0 Z 1)

신뢰도 이론에는 고전적 신뢰도산출방법외에 베인지안 신뢰도 산정방법이라

불리는 分散分析위주의 신뢰도 산출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등급별 분산의 평

균(expected value of the process variance)과 등급별 평균의 분산(the variance

of the hypothetical m eans)을 비교하여 신뢰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분산분석방식의 신뢰도 산정방법은 등급별 분산의 평균이 작을수

록, 그리고 등급별 평균의 분산이 클 수록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산정하고 있다.

Z = n
n + K

∵ n : 경험자료의 위험단위 수

K = (등급별 분산의 평균) / (등급별 평균의 분산) )

이는 등급간의 평균이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등급별 분산이 작을수록 세분된

等級內에서는 同質性을 유지하면서 等級間의 危險度에는 큰 차이를 지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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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전제는 등급별 분산의 평균이 크고 등급별 평균

의 분산이 작은 경우에 등급간 차별성이 작기 때문에 등급간의 상대적 위험도

에 낮은 신뢰도를 부여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등급간의 차별성이 크기 때

문에 등급간의 상대적 위험도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분산분석방식의 신뢰도산출방법은 I.S.O.에서는 현

재 등급간의 相對的 危險度 산정, 經驗料率의 산정(exp eriance rating)등에 사용

되고 있다.113)

등급간의 상대적 위험도산정에 신뢰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율산정자는 전체

집단의 위험도와 등급간의 상대적 위험도를 분산분석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신

뢰도를 가중치로 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등급별 위험도를 산정한다.

R ate i = R ate ( 1 - Z i) + R ate i Z i

∵ R ate i : i등급의 경험실적요율

Z i : i등급의 신뢰도 (∵ 0 Z i 1)

R ate :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의 경험실적요율

R ate i : i등급의 수정요율

경험요율의 산정에 신뢰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집단의 전체실적과 개별계약자의 경험실적을 신뢰도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경험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113) ISO, op. cit . p16. and STEPHEN W. PHILBRICK, "AN EXAMINATION OF

CREDIBILITY CONCEPTS", PR OCEEDIN GS OF THE CA S UA L TY A CT UA RIA L

S OCIE TY , LXVIII, 1981, p216

- 111 -



7. 損害額 分布

料率算定者는 요율관련 變數의 대표값과 分布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가격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요율산정자는 요율관련 변수를 정의하

고, 이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정형화된 특징(예, 분포)을 보험가격의 예측에 활

용함으로서 추정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손해보험가격의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變數중 요율산정자가 주로 활용하는

변수는 事故件數(또는 사고빈도)와 損害額(또는 사고심도)이다. 이들 변수에 대

하여 요율산정자는 사고건수의 경우에는 포아송분포, 음이항분포 등이, 손해액

의 경우에는 로그정규분포, 파레토분포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표 V-11>참

조)

<표 V-11> 요율관련 변수의 특징 및 분포의 종류

구 분 사 고 건 수 손 해 액

변수의 특징 이산형 연속형

분포의 종류
포아송분포, 혼합포아송분포,

음이항분포, 이항분포

로그정규분포, 파레토분포,

<표 V-11>의 사고건수 및 손해액의 다양한 분포중에서 일반적으로 요율산정

자에 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포아송分布와 로그정규分布이다. 이는

단위시간에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건의 횟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포아송

분포의 특징을 사고건수가 지니고 있고, 오른쪽으로 꼬인 분포로 평균값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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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나치게 큰 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로그정규분포의 특징을 손해액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고건수는 위험측

정단위별로 볼 때에 경험기간동안 사고의 발생건수가 극히 미미하고, 보험사고

별로 지급되어야 할 손해액은 좌우대칭인 정규분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른

쪽으로 꼬여있고, 그리고 평균손해액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포아송

분포가 事故件數分布로, 로그정규분포가 損害額分布로 사용된다.

그러나, 포아송분포와 로그정규분포가 정확한 분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

에 보험실무에서는 이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값들의 고찰하여 다양한 분포를

설정한 후 분포에 대한 適合性 檢證(testing the fit of the m odel)을 통하여 사

고건수 및 손해액의 분포를 결정한다.

현재 요율산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분포에 대한 적합성 검증방법으로는 피어

슨의 적합도검정법(p earson ' s goodn ess-of -fit statistic)과 KS검증법(Kolmogorv

- Smirnov statistic)이 있다.114)

피어슨의 檢證法은 요율산정자가 요율관련 변수에 대한 분포를 가정한 후에

실제로 표본값들의 분포가 이 분포와 같은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요율산정자는 표본값들의 등급을 결정한 후 아래와 같은 統計量이 자유도가

(k-1)인 카이제곱分布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검증하게 된다.

114) Robert V . H og g an d Stu art A . Klu gm an , "LOS S DIST RIBUT ION S ", John

W iley & S on , Inc ., 1984, pp1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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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

i = 1

(f i - np i)
2

np i

∵ n : 총표본의 수

k : 자료의 총구간수

f i : n개의 표본자료중 i구간에 속하는 경우의 표본갯수

p i : 가정한 분포에서 i구간의 표본값을 얻을 확률

즉, 피어스법에 의한 검증은 상기 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2
이 有意水準 α를

설정한 후 自由度 (k-1)이고 설정된 유의수준에서의 카이제곱값
2 (k - 1) , 즉

棄却값 c(critical value)보다 클 경우에 요율산정자가 가정한 분포를 棄却하고

새로운 분포를 가정한 후 다시 분포를 추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요율산

정자는 요율관련 변수에 대하여 가정한 분포를 이용하여 요율산정하는 과정에

서 이 분포의 특성을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피어슨 檢證法은 등급별로 정리된 자료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이지만 등급의 설정과 등급의 끝값의 처리에 대한 料率算定者의 任意的 또는

主觀的 判斷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KS檢證法은 피어슨의 검증법이 자료의 구간수와 구간의 끝값을 어떻게 결정

하는냐에 따라 검증결과가 좌우되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아래와 같이

가정한 累積確率값과 標本累積比率값의 차이값중에서 최대값을 검증통계량으로

하여 적합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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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 = max x i
|F n (x i) - F 0 (x i ) |

∵ n : 총표본의 수

x i : 크기순으로 나열한 표본값중 i번째의 표본값

F n (x i) : x i값의 실적누적비율값( i
n

)

F 0 (x i) : x i이하의 표본값을 얻을 확률( P r [X x i])

이 K-S檢證統計量은 일반적으로 <표 V-12>의 유의수준과 기각값(critical

valu e)을 이용하여 표본값의 모분포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경우에 K-S검증통계량이 기각값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 가정한 분포을 요

율산정에 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분포를 가정하고 다시 분포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V-12> K-S검증을 위한 유의수준과 기각값

유의수준 0.20 0.10 0.05 0.01

기각값 1.07 / n 1.22 / n 1.36 / n 1.63 / n

피어슨 검증법과 KS검증법에 의하여 요율산정자가 선택한 사고건수 및 손해

액에 관한 분포의 특징(평균, 분산 등)은 <표 V-13>과 같은 요율과 관련된 정

보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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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3> 분포의 활용사례

통계치 사고건수분포 손해액분포

평균
순보험료(평균사고발생율)

추세분석(사고발생추이)

순보험료(평균손해액)

추세분석(평균손해액추이)

평균, 분산 신뢰도(롱리, 페리만)

공제액설정

보상한도설정

신뢰도(페리만)

평균, 분산, 왜도 신뢰도(메이어슨등)
이상위험

신뢰도(메이어슨등)

<표 V-13>의 事例는 요율산정자가 요율산정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요율과 관

련된 변수의 代表값(평균, 분산, 왜도, 첨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고건수분포의 경우에는 사고건수의 평균, 분산, 왜도 등의 대표값이

순보험료와 전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사고건수의 추정에 사용되고, 손해액분

포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평균, 분산, 왜도 등의 대표값을 활용하여 순보험료,

신뢰도, 공제액설정, 보상한도설정, 이상위험 등에 사용되고 있다.

事故件數分布와 損害額分布의 이와 같은 사용중에서 특히 공제액 설정, 보상

한도 그리고 이상위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대표값외에 분포도 함께 고려하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율산정자가 控除額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

사와 보험계약자의 양자간에 이해관계(수지상등의 원칙)의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손해액분포를 고찰한다. 즉 보험계약자에게 공제액설정

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액수준과 보

험료의 변동효과를 고려하여 공제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게는

소손해의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일부자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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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대한 대가성으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

補償限度의 설정의 경우에도 손해액분포를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결정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설정한 보상한도내에서 보험원가를

분석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즉, 보상한도의 설정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

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원가도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하는 보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액분포를 고려하여 보상한

도가 설정된 경우에 보험가격은 보상한도에서 타절된 손해액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손해액을 추정하고, 이를 순보험료산정에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異常危險의 처리는 경험통계에 포함된 이상위험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장래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경험통계의

안정화 기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위험은 과거경험통계중에서 동질위험

을 분류하기 어려운 위험을 말하며,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에 손해심도가 크고,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과거에 발생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장래의 발생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요율산정자가 이상위험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액분포를 이용

하여 경험통계의 이상위험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위험으로 판단되는 경험통계는

평균, 중앙값, 절사평균 등의 대표값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8. 其他

지금까지 설명한 保險數理的 價格算定方法은 어느 특정집단이 동일한 위험도

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하에 동집단의 위험도를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여 보험가

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집단에 속한 개별주체들은 지니고 있는 양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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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사고패턴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요율산정자는 사후적으로

사고패턴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개별주체의 사고경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인 割引割增制度115)를 운영한다.116)

현재 할인할증제도는 火災保險, 海上保險, 自動車保險, 保證保險, 勤災保險 등

의 손해보험종목에서 운영하고 있다. 火災保險의 경우는 우량할인제도와 불량

할증제도(손해율할증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우량할인제도만

을 운영하고 있다. 海上保險의 경우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이 다소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또는 할증율을 달리하는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自動車保險의 경우는 계약자의 사고경력을 관

찰하여 요율을 조정하는 사후요율을 사용하는 제도로 經驗料率制度(experience

rating), 成果料率制度(merit rating), 無事故割引制度(no-claim discount), 割引割增

制度(Bonus-Malus System)등이 있는데 이중 할인할증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117) 그리고 保證保險과 勤災保險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과거경험실적에

따라 할인율 또는 할증율을 달리하는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 V-14

참조)

<표 V-14>과 같이 여러 보험종목에서 割引割增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115)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 (Bonu s - M alu s Sy stem in Autom obile

In surance ) , 1995.8, 17- 18쪽 (Jean Lem air e의 동명의 책자를 번역한 것임) : 보험

계리인들은 할인할증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보험의 기본원리가 무

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계약자의 경제적 안정 측면

둘째, 협력 및 연대의식 측면

셋째, 대수의 법칙 측면

116) 할인할증제도는 사후적으로 개개의 사고경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요율의 형태중 성과요율의 하나인 경험요율이라 할 수 있다.
117) 보험개발원, 전게서, 1995.8,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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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도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킨 계약자에게는 추가보험료 또는 할증을 통해 불

이익을 주고, 무사고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통해 혜택을 줌으로서 계약

자로 하여금 安全意識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個別 危險度를 보다 정확히 측

정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고발생빈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118)

<표 V-14> 손해보험의 할인·할증제도 운영현황

구 분 할인·할증 평가기준 할인·할증범위

화 재

보 험

- 구내 위험도

- 과거 5년간의 손해율 및 가입경력

- 공장물건 :「60%∼100%」

(할인만 운영)

자동차

보 험

- 전계약의 적용율 및 보험기간

- 평가대상기간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 개별할인할증 :「40%∼200%」

- 단체할인할증 :「60%∼250%」

해 상

보 험

- 과거 3개년간의 손해율

- 선단의 규모(선박보험의 경우)

- 연평균수입보험료규모

(적하보험의 경우)

- 선박보험(선단 A의 경우)

: 「75%∼170%」

- 적하보험(보험료규모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인 경우)

: 「89%∼130%」

근 재

보 험
- 과거 3년간의 손해율

- 국내근재, 선원근재, 직업훈련생

:「40%∼295%」

- 해외근재 : 「60%∼200%」

- 산재 : 「60%∼140%」

보 증

보 험
- 과거 3년간의 손해율

- 신원보증 :「80%∼100%」

(할인제도만 운영)

118) 보험개발원, 전게서, 1995.8,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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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意識의 고양과 정확한 개별계약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할인할증제도는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

주요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무사고할인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높은 割增의 부과가 상업적인 이유

로 강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할인할증제도가 앉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

으로 동제도가 정체되는 상태까지는 平均割引率이 계속적으로 增加하고, 수년

후에는 대부분의 계약이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 등급에 몰리게 되어 우량

운전자와 불량운전자간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그림 V-2> 참조)

<그림 V-2> 자동차보험 연도별 할인·할증율 추이119)

119) 자료 : 각년도별 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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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損害規模가 할인할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

자들은 장래의 보험료증가를 피하기 위해 소액사고를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割

引指向性 果(bonu s-hanger phenom enon)가 초래되며 일부의 경우 보험계약자

가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인식

을 초래함과 아울러 뺑소니를 조장한다고도 할 수 있다.120)

割引割增制度가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에 의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제도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율산정자는 동제도에 대한 事後檢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

이다.

120) 보험개발원, 전게서,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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