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민영건강보험 보험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모형

1.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우리나라가 병행해서 운용하고 있는 EU식 제도와 표준모형을 채택한 RBC

제도 모두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

험회사의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리스크나 자본관리 능력의 발전을 유인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위험액 측정 및 평가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영건강보험은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불하는 의료비보

험과 치명적질병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 단기상해보험을 총칭한다.

사망보장은 민영건강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영건강보험 상

품은 많은 경우에 정액급부와 실손급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손

형 민영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가. 생명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생명보험의 장기성으로 인해 초기에 산출된 보험의 가격은 향후 수익에 절

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망률, 상해 및 질병 발생률이 생명보험의 핵

심 리스크이다. 그러나 민영건강보험에서는 사망이 정의상 제외되기 때문에

사망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상해 및 질병 발생률 리스크가 핵심을 이루

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2008년 5월부터 개인형 실손민영건강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했다. 따라서 데이터의 집적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험액을

측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민영건강보험

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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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손해보험에서 기발생 미지급보험금부채(outstanding claims liabilities)와 미

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에 내재된 미소멸 리스크(unexpired risk), 재

보험, 대재해 등이 표준모형법이나 내부모형법에 일반적으로 감안되어야 할

중요 요소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2008)에서 발표한 RBC 표준모형은 장기보험의 준비금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의 지급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준비금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이

론적 모형을 연구하지만 실증 측정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현재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증 측

정과정에서 재보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보험이 있는 경우의 리스크

평가 방법을 논의에 포함시킬 것이다. 향후 손해보험의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민영건강보험은 극단적인 사건에 대해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험액의 측정 및 통합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외에 민영건강보험은 일반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의료인플레이션을 고려

해야한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손해보험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IAA, 2004, p. 118).

1) 의료인플레이션

의료비용은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의

료기술의 발달에 있다. 신기술로 인해 특정질병 조기진단율이 급격히 향상되

어 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와 치료율 개선을 가져왔다. 그리고 어떤 신기술은

치료결과의 개선(환자의 수명 연장)과 함께 치료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

오게 되었다. 또한 신기술은 특정 치료법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리스크를

줄여 이 치료법이 많은 환자에게 보급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미래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로운 진단기법이 매우 폭넓게 보급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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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개인화의 진전과 의료장비의 정교성 향상으로 보건의료비용 상승

률이 감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른 경제 분야에서 효율성이 향상되어 의료

분야 등 모든 분야의 노동 비용이 증가하였다. 병원부문에서는 직원 수 감축

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용 중 병원비용

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보

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보험이 행위당수가제와 일

부지역 포괄수가제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정치적 리스크

우리나라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에 따라 보장성을 조정하고 있

어서 민영건강보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부터 적자를 보

이기 시작하여 의약분업에 의한 약제비 급여증가와 수가인상25)의 효과가 나

타나기 시작한 2001년에는 적자규모가 2조 1,775억원에 달하였다. 2002년 이

후에는 보험료 수입의 대폭 증가와 급여비 지출의 둔화로 적자폭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1조 4,94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으로 흑자폭이 감소하여 2007년에는 다시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자와 흑자가 반복됨에 따라 보장성도 강화와 약화가 반

복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보장성이 강화되어 MRI 보험급여(2005년 1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2005년 9월, 입원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2006년 6월, 본인부담

률은 20%),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법정본인부담금 폐지(2006년 1월) 등의 조치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7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자 2008년 1월부터

입원식대에 대해 다시 5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에 대해 1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보장성 약화조치가 취해졌다. 민영건

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하고 있기 때

25)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1년간 4차례의 수가인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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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공보험의 보장성 변동은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민영건강보험은 이에 대해서 보험료율과 보험조건을 완전히 조정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2. 리스크의 발생형태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실제 보험금부채는 유효계약 하의 기대부채인 최량

추정치(best estimate)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최량추정치는 보험회사에 발

생하게 되리라 기대되는 보험금부채(claim liability)이다. 실제 부채를 최량추

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리스크는 변동성, 단기적 불확실성, 극단 사건 리

스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IAA, 2004, p. 120). 단기 리스크모형에서 선

정된 기간은 1년이다.

1. 변동성 리스크(Volatility Risk) : 모집단 평균 피보험자의 기대부채는 정

확히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기간 동안 클레임의 심도와 빈도가

최량추정치와 달라질 리스크이다. 추정이 월별, 분기별로 이루어 질 경우 보

험사고 발생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계절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립

적으로 가입된 피보험자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평균적인 보험금 청구액의 변

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불확실성 리스크(Uncertainty Risk) : 피보험자 1인당 기대부채가 현시점

에서 잘못 추정되었거나, 정확히 추정되었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불확실성은 보험금 관련 모형설정이 잘못되었거나(model error

리스크) 모형의 모수가 잘못 추정되었을 때(parameter 리스크) 나타나는 리스

크이다. 이는 각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커지면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가능하다.

‘model error’ 리스크는 분포 자체가 잘못 이해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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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분포는 로그노말인데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경우), 주요 변수

의 채택 또는 관계설정이 틀렸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 에러는

허용 가능한 에러 수준 하에서 보다 단순하고 보다 쓰기 쉬운 모형을 얻기

위해 조심성 있게 수용될 수 있다.

‘parameter error’ 리스크는 사용된 관찰 수나 관찰기간이 너무 짧아 제한

되는 경우나 관찰치들이 오염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리고

모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불린다.

그 예로 계약 내용(language)의 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원의 결정(ruling),

새로운 의학적 발견(암 치료) 또는 새로운 질병(AIDS)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리스크는 모형에 고려될 수 있다.

3. 극단적 사건 리스크(Extreme event/Calamity risk) : 정상적 경험 패턴에

서 벗어난 일회성 보험사고 리스크이다. 극단 사건은 전체회사에 있어 충격이

크고 빈도가 적은 사건이다.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하나 이상의 극단사건

은 일반적인 변동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손실의 크기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

해야 할 자본량도 확정하기 어려운 한 번의 충격이다.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 산출과 준비금 적립시에

극단사건 리스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많은 사람들을 병들고

불구가 되도록 만드는 대재해는 동일한 단체에 대해 같은 보험회사가 인수했

더라도 입원보험상품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모든 대재해가 많은 사람들의 광

범위한 입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재해의 결과로 많은 수의 사람

들이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지역 병원시스템의 수용능력이 이를 극복

하기가 불가능하다. 때로 정부는 추가적인 시설물을 제공하여 대재해에 신속

히 반응하거나 군 의료시설 사용과 휴업중인 병원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상

황에서는 비용은 대개 세금으로 충당된다.

재보험은 부분적으로 대재해의 재무적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

치적 배려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인수된 원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가 대재해의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대재해 재보험을 가입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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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26)

우리나라는 가격 산출과 준비금 적립 시 극단사건 리스크는 별도로 고려하

지 않고, 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모형화도 곤란하여 이후 논의에

서 극단사건 리스크는 제외하기로 한다.

3. 변동성 리스크

위험액의 평가과정에서 변동성리스크와 불확실성리스크의 차이는 개별 보

험사고가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는가 혹은 종속적인 것으로 가정하는가에

있다. 전체 모집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사건에 의한 보험사고 간 종속성은

변동성 리스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기술이 도입되어 수술비용

이 증가한 경우 모든 보험사고 심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종속성은 불확실성 리스크에서 포착될 것이다. 따라서 변동성 리스크 계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술비용이 주어지고 개별 보험사고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된다.

주어진 기간(1년)에 걸친 총손해액(the total claims volume or total loss)을

대상으로 27)를 이용하여 변동성리스크를 측정 및 평가하고자 한다. 변동

26) 대체로 극단 사건 리스크를 계산(calibrate)하는데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전혀 없거

나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요구자본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사망률(mortality)의 극단적 사건리스크와 동일 원인이 상

해 및 의료 보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사망률 증가를 야기하는 환경들은 민영

건강보험 및 소득보상보험 보험사고를 동일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망률에 대한 접근방법과 같이 극단적 사건 리스크, 변동성리스크, 초년도 불확실

성 리스크에 대한 복합 요구자본량은 극단적 보험사고 심도는 변하지 않지만 빈도

가 2배가 된다고 가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IAA, 2004, pp. 124-125).

27)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정의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은 백분위수

(percentile)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정기간 주어진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기간 말의 총손실을 라 하고 그 확률분포를 라 하면 는,

 =  ≧ 

로 정의된다. 즉, 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신뢰수준(예; =0.99) 하에서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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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리스크는 개별 보험사고에 대한 빈도 및 심도 확률분포로 모형화 될 수

있다. 을 청구건수(the number of claims)라 하고 비음 양의 정수인 확률변

수라고 하자.  를 번째 청구의 크기(the size of the  claim,  = 1, 2, ...

,  )라 하고 일련의 비음 확률변수들,  는 단위기간 당 보험회사의 총손해액

이라고 하자.       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또한,  들은 모두

같은 확률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i f ≥ 

 i f 

는 복합분포(a compound distribution)라고 한다. 이때, 이 포아송분포

(Poisson distribution)28)를 따르면 복합포아송분포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변동성 리스크는 Monte Carlo 프로세스에 모수를 입력하여 발

생시킨 많은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복합포아송분포의 첫 3차 모멘트(moment)를 이용하는 방법인 Normal

Power Approximation(NPA)을 좋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혹은

Cornish-Fisher Approximation(CFA)을 이용할 수 있다(Cardi and Rusnak,

2007; Cornish & Fisher, 1933).

먼저 의 기대값, 분산, 왜도(skewness)를 추정한다. 그 후 노말파워분포

(normal power distribution)를 이용한다(Ramsay). 독립적인 피보험자 수가

크다면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정규분포가 좋은 근사치

손실로 정의되며, 따라서 기업이 만큼의 자본을 설정할 경우 그 기업의 파

산 확률은   이하가 됨을 의미한다.

28) 평균이 라고 알려져 있다면 n번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생성함수(PGF:

Probability Generating Function)는

 


      

  

 ≻ 평균 분산  왜도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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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포아송분포일 경우 S의 기대값, 분산, 왜도

(skewness)는 다음과 같다 (Rolski, 1998).

       

      


        
  

 는 부채의 최량추정치이다.   = 피보험자수 × 관찰된 평균 보험사고

발생률,    는 관찰된 보험사고금액의 평균으로 추정되며, 전년에 비해 차

년의 보험사고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면 조정도 가능하다(IAA, 2004,

p122).

를 신뢰수준(예, 0.99)이라고 하고 를 손해액밀도함수(loss density

function)의 -quantile29)이라고 하면, 가 신뢰수준 에서의 VaR값이 되며

이는 NPA를 통해 아래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는 총손해액 분포의 평균, 는 표준편차, 는 의 왜도, 는 첨도

이며 는 표준정규분포의 -quantile이다. 위 식에서 마지막 두 개의 항은

상당히 작은 수이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생략가능하며 생략하는 경우,

    


 

  

로 나타낼 수 있다.30)

29) 100-quantiles 은 percentiles 이라고 하고, 4-quantiles은 quartiles 라고 한다.

30) 예를 들어 신뢰수준 가 0.995라고 하면 =2.58이므로 의 근사치인

   로 나타낼 수 있으며 0.99와 0.95에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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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을 이용한 변동성의 측정에 관한 논의이다. TVaR 산출을 위

해서는 다음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Dowd and Blake, 2006; Cardi and

Rusnak, 2007).

TVaR의 구체적인 형태는

   ≧ 

로 정의 된다. 확률분포함수 의 가 연속인 경우 확률의 관점에서 적분

으로 표현하면,

 
 







이다. 이것을 확률변수 의 관점에서 보면 TVaR에 해당하는 의 범위는

부터 ∞까지 이며, 가 움직일 때 확률의 변화분은 누적분포함수의 변

화분 이므로

 
 



∞

 

으로 정의 된다.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간편하게 계산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의 측정 방식을 부록에 자세히 설

명해 놓았다.

   ,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NPA는 생명보험 사망률리스크 변동성에도 적용가능하다(IAA, 2004,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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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성 리스크

변동성리스크의 평가과정에서는 개별 보험사고가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한

다. 불확실성 리스크의 평가과정에서는 이를 종속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

에 반영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민영건강보험상품에서는 단기적 불확실성이 장기적 불확실성에 비해 다른

성격을 가지며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보험요율을 주기적으로 조정가능하면 장기 불확실성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손해보험은 1년 단위의 상품이고 위

험보험료도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는 3년마다 보험료 조

정이 가능하여 장기 불확실성 리스크는 줄어들고 최근에는 매년 위험율을 갱

신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불확실성 리스크를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모형

시뮬레이션 모형은 경험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불확실성 리스크를

반영한 총손해액 분포를 가정된 확률분포에 근사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각 보험종목의 빈도와 심도로 총손해액을 표현하는 방법(CRM: Collective

Risk Model)을 이용하여 분포를 결정하고 그리고 모수를 추정한다. CRM의

주요 장점은 클레임 심도와 클레임 건수분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므

로 원자료가 없이도 시뮬레이션의 이용이 가능하고 경험데이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주요 단점은 클레임 빈도와 클레임 심도 분포 각각의 모

수불확실성(parameter uncertainty)31)에 있다(Heckman and Meyers, 1983;

31) 모델에서 리스크가 생성되는 곳은 프로세스 리스크(process risk)와 모수 리스크

(parameter risk)가 있다. 프로세스 리스크는 확률적 클레임 수와 클레임 크기로부

터 생성되고, 모수 리스크는 클레임 빈도승수와 심도승수에 의해서 생성되는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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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s, 1999; Meyers et. al. 2003; IAA, 2004, Appendix B).

① 빈도의 불확실성

클레임 건수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모수불확실성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Heckman and Meyers, 1983).

ㆍ 두 기간 내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 독립적이다.

ㆍ 한 기간 내에서 발생하는 기대클레임 수는 그 기간의 길이에 의존하고

초기값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

ㆍ 한 시점에서는 한 번의 클레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위 가정은 다음의 경우에 충족되지를 않는다.

1. 양의 접촉의존성(Positive Contagion)

하나의 클레임은 다른 몇몇 클레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기간에

서 기대클레임 수보다 높은 클레임 수는 다음 기간에 기대클레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음의 접촉의존성(Negative Contagion)

단체생명보험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 기간에서의 사망은 다음 기간에서

기대사망수를 줄일 것이다. 그래서 한 기간에서 기대클레임 수보다 높은

클레임 수는 다음 기간에 기대클레임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모수 불확실성(Parameter Uncertainty)

포아송 분포의 기대클레임 수를 추정하고자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각 방법에서 모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경험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때는 샘플 오류로부터 모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고려중인 피보험자들과 유사한 피보험자 그룹에 대한 평균 클레임

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그룹의 각 구성원이 다른 클레임 수를

크이다. 모수 리스크가 몇몇 보험종목에 대해서 작동할 때, 우리는 모수 리스크에

의해서 생성된 상관성(correlation)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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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것이라면 모수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관찰된 한해의 클레임 건

수 데이터를 기초로 분포를 적합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피보험자가 다

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고되지 않은 클레임 건

수를 추정해야 하는 것도 관찰된 클레임 건수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

한 어려움 때문에 이항분포, 포아송분포 혹은 음이항분포 등의 클레임 건

수분포를 가정하게 된다.

② 심도의 불확실성

심도 데이터의 분포를 적합시킬 때에도 모수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한다. 주

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심도분포에 반영하는가이다.

우리나라의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행위당수가제를 통해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기 때

문에 의료비용의 인플레이션이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에 의한 심도의 모수불확실성은 일반

인플레이션에 의한 모수불확실성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32)

CRM에 발생하는 모수불확실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총손해액 분포를 계

산하는 방법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있다. Meyers(1980)가 처음으로 이

시뮬레이션 접근을 시도 했다. Russel and Gary (1980)은 CRM의 모수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반영하고자 심도와 건수 분포 모

수를 확률변수로 다루면서 모수불확실성 문제를 다루었다. Heckman and

Meyers(1983)는 클레임 건수분포의 접촉의존성(contagion)과 모수불확실성을

정의하고 이를 확률변수인 승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클레임 건수분포의 접촉의존성과 모수불확실성의 효과는 동일

하다고 보고 분리하여 모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심도분포의 모수불

확실성을 모든 보험종목에 동일한 승수를 곱하여 반영하고자 했다.

3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수불확실성의 문제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기인한다.

그래서 CAS(Casualty Actuarial Society)는 이를 반영하는 RBC 산출공식을 정립하

는 과정에서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향후 모수

불확실성의 문제는 CRM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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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s(1999)는 Heckman and Meyers(1983)의 클레임 건수분포의 접촉의존성

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모수불확실성의 문제를 구분해서 다루고자 했다. 모수

불확실성의 영향을 구분해서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종목들을 공분산그룹(covariance group)으로 분리하고 각 공분산그룹내의 보

험종목 건수분포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형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

나 심도분포의 모수불확실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Meyers et al.(2003)은 공

분산그룹으로 분리하는 모형을 이용하면서 한 회사 내의 보험종목 간 의존성,

회사 간 보험종목 사이의 의존성을 추정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발전시킬 IAA모형은 클레임 건수분포의 접촉의존성

과 모수불확실성에 대해서는 Heckman and Meyers(1983)의 접근 방법을 따

르고 있다. 즉, 클레임 건수 분포에 대한 양의 접촉의존성과 모수불확실성의

효과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양의 접촉의존성과 모수불확실성의 효과를 다르

게 본다면 판단에 의존해서 추정되어야 할 모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기 때

문이다. 심도분포의 모수불확실성에 대해서는 Heckman and Meyers(1983)의

접근 방법과는 달리 보험종목마다 다른 승수를 적용하고 그러한 모수불확실

성의 영향으로 인해 종목사이에 의존성이 생성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해가 용이하고 정확도를 크게 개선시키기 때문에 IAA(2004)는 이를

발전시킨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시뮬레이션 알고리듬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급보험금(claim payments)이 불확실한 각 보험종목 에 대해서

- 평균이 1, 분산이 인 감마분포로부터 한 보험종목에 대해서 하나의 수(a

random number) 를 선택하라. 한 보험종목에 하나의 가 생성된다.

- 평균이 인 포아송분포로부터 한 보험종목 에 해당하는 하나의 클

레임 건수(a random claim count) 를 선택한다. 그러면 한 종목에

하나의 가 생성된다. 여기서 는 확률적 클레임빈도승수(a random

claim frequency multiplier)라고 하고, 는 기대클레임건수(expected

claim count : 유효계약건수×기대보험사고빈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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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건수 승수 가 감마분포이기 때문에 클레임건수 분포(claim count

distribution)는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가 된다. 양의 접촉

의존성과 모수불확실성 모두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음이항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33) 그리고 모수 는 기대클레임건수의 체계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반영하는 모수이고, 보험종목 에 대한 양의 접촉의존성모수(positive

contagion parameter)라고 부른다(Heckman and Meyers, 1983). 빈도승수가

곱해진 평균으로부터 가 생성되므로 는 종목내의 접촉의존성이 반영된

숫자가 된다.

- 각 보험종목 에 대해서 그리고 클레임 건수     에 대해서,

평균 , 그리고 표준편차 인 로그정규분포로부터 하나의 클레임 크

기(a random claim size),  , 를 선택한다. (expected claim severity)

와 (variance of the claim severity distribution)는 개별 보험사고에

대한 심도분포(로그정규분포)의 모수가 된다. 한 보험종목 의 클레임

건수(a random claim count)가 개라면 의 선택 과정은 번 반복

된다.

2.   
  

 

  , 보험종목 의 손해액

는 종목내의 접촉의존성이 반영된 숫자이므로 보험종목 의 손해액에

이것이 반영된다.

이상의 알고리듬은 심도분포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

로 이 분포는 과거 관찰치를 이용해서 추정되거나 단순히 가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도분포의 불확실성은 CRM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분

포의 형태(shape)는 알려져 있지만 분포의 규모(scale)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33) 만약  이면 클레임 건수분포는 포아송분포,  ≻이면 음이항분포,  

이면 n번의 시행을 나타내는 이항분포(binomials)가 된다(Heckman and Meyer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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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3. 균일분포(a uniform distribution: (0, 1))로부터 임의의 수(a random

number) 를 선택한다. 각 종목 에 대해서  퍼센타일이 되도록 

를 선택한다. 여기서 규모모수(scaling parameter) 는     그리

고   인 감마분포를 갖는다. 는 혼재모수(mixing parameter)

라고 하고 클레임 심도분포의 모수불확실성의 척도이다. 는 각 보험종

목 손해액(loss)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systemic risk)을

계량화 하는 모수가 된다.

즉, 일단 하나의 확률 가 선택되고 나면 그 확률에 해당하는 퍼센타일이

결정되는데 각 보험종목은 다른 분산()을 가지고 있어서  퍼센타일의 위

치()는 다르게 된다. 그런데 확률 가 변동하면 각 종목의  퍼센타일의

값은 동일 비율로 변동하게 되어 보험종목 간 상관계수  인 ′의 다

중분포가 생성된다. 즉, 로 인해 각 보험종목의 손해액들 사이에 의존성이

생성되는 것이다.34)

4.  


  , 보험회사의 손해액

종목내의 접촉의존성이 클레임 건수에 반영되고 심도의 모수불확실성이

반영된 보험회사 손해액이다.

위의 시뮬레이션 알고리듬은 클레임 건수에 양의 접촉의존성을 부여하고,

클레임 심도에 모수 불확실성을 부여해서 의존성을 생성하고 있다. 모수 는

한 종목내의 보험증권들 사이의 의존성에 영향을 주고 는 보험종목사이의

의존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모형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IAA, 2004, p. 111).35)

34) 심도분포에 공제(deductible)가 있다면, 공제를 초과할 확률 P를 고려해야 한다. 음

이항건수분포의 모수 를 로 대체해야 한다. 이때 는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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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35) 다음을 참조한다. 조건부 기댓값과 분산이    일 때,  들이 가

주어진 상태에서 조건부로 독립적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무조건부로 독립적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Pr

대부분의 보험에서 Process Variance 가 Parameter Variance보다 크다. 그러나 n이

증가함에 따라 Parameter Variance는 중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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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  로 가정한다.

  




   

이 모형은 건수분포의 접촉의존성과 심도분포의 모수불확실성을 모형화하

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편리한 분포를 선택하고 있다. 모수불확실성은 직접적

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분포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

게 마련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수추정

IAA(2004)는 손해율과 의료인플레이션율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

법36)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법으로 산출된 모수값들은 모든

36)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도 있다(IAA, 2004, pp. 123-124). 시뮬레이션 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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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각 보험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그리고 심도의 불확실성이 의료인플레이션에서 만이 기인한다는 가정 하

에 를 추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종목별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정법을 위의 시뮬레이션 모형에 적용함으로서

IAA(2004)가 제안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하나이며 관찰

기간이 인 경우   에 대해  를 번째 해의 사고건수라고 하면 위

험노출(exposure 또는 premium)을 나타내는 는 상수 에 대해

  ·  의 관계가 있다.37)

 
  



 · 그리고  
  



· 


 라고 할 때

는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





  
  



·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를 개의 독립적인 총손해액이라고

하자. 그리고     를 평균 건당지급보험금이라고 하자.

로부터 연간 손해율의 분산은 다음과 같다.

      ×  


무한 크기 포트폴리오의 손해율 근사치로서 민영건강보험 산업전체의 손해율을 사용

할 수 있다. 는 인플레이션 효과의 변화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수이고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Var(Annual Medical Inflation)/(1+Average Medical Inflation)2

위 두 식으로부터 와 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37) 상수 은 예를 들어, 을  ,  , ... , 등으로 표현( 


)하는데 필요한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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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의하고,  
  



 는   의 추정치이고,

는  의

추정치라고 하자. 그리고  
  



 · 
로 정의하면

   ·

  ·




·  

  



 


추정량(estimators) 는 작은 과 작은  에 대해서도 (예,    ,

  ) 상당히 정확한 추정치를 보이지만 는 작은 에 대해서는  

가 클 수 록 (예;   ) 정확도가 향상된다(Meyers & Schenker,

1982).

나. 로그정규분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TVaR 측정

앞에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목별 그리고 총 손해액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유도 했다. 경험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로그정규분포의 평균과 분

산을 추정하고 시뮬레이션 모형의 손해액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여

TVaR을 산출할 수가 있다. 먼저 재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과거 경험데이터

에 대해서 각 보험종목에 대한 손해액모델(loss model)의 클레임의 심도에 대

한 로그정규분포의 기댓값과 CV(coefficient of variation : ), 그리고 불

확실성 모수  를 결정해야 한다.

로그정규분포38)의 모수를 추정39)하면 다음과 같다.

38) 로그정규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확률밀도함수(pdf)는 

 exp


ln
이고,

누적분포함수(cdf)는  






ln
이다.

이때 평균(mean)은 
, 분산(Variance)은 








, 그리고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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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ln  

평균:  ln 

클레임당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재보험40)이 있는 경우 로

그정규분포의 모수( ) 추정법은 다음과 같다(Klugman et al. 2004,

Appendix A).

 ∧ exp 


 

ln  
  

 ∧   ∧
     ∧

여기서  ∧
  exp 

ln  
    이다.

두 번째 단계로 보험회사는 각 보험종목에 대해서 기대클레임건수의 추정

치, , 를 제시한다. 이 추정치는 보험회사의 각 종목에 재보험이 없는 경우

기대손해액 추정치를 기대클레임의 심도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에 대한 추

(Skewness)는 





 이다.

39) 분산(Variance),     





, 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 ln   ln ln
여기서 ln   ln ln

 ln  
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다음으로, 평균(mean),  
, 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   이므로 위와 같은 추정식을 얻는다.

40) ∧  ≺ 
 ≥ 

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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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은 푸리에 변환모형을 논하는 과정에서 제시될 것이다. 기대심도는 재

보험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기대건수는 재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상의 정보는 시뮬레이션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각 보험회사에 재보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총손해액 분포의 기댓값, 


 , 과 분산

(표준편차), 




 , 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 

퍼센타일(신뢰수준, 99% 등)에서 로그정규분포의 VaR을

계산한다. 앞에서는 종목별이지만 이번에는 총 손해액 분포의 기댓값,  

와 분산,  와 동일한 로그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한다.

의 산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ln 
이므로 표준정규분포표의

ln 
 로부터 ln  

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에 추정된 분산과 평균을 대입하면 를 추정할 수 있다. 재보험이 있

는 경우라면 그 경우의 분산과 평균을 대입하면 된다.

네 번째 단계, 로그정규분포의 Limited Expected Value,   ∧ 를

계산한다(Klugman et al. 2004, Appendix A).41) 이 단계의 아이디어는 재보험

수준 미만의 분포를 결정하는 방법이  수준 미만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 exp  

 

ln   
  

여기서, 는 에 해당하고,    
ln 

이다. 그리고 우

41) ∧  ≺
 ≥

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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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exp  

 는 이다. 두 번째항 

ln  
에서 는 에

해당하므로 이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표로부터

값을 구한다. 세 번째 항은 =과     
ln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TVaR은 동일한 처음 두 모멘트(Moments)를 가진 로

그정규분포를 가지고 총손해액 분포를 근사시켜서 계산한다.

마지막 단계,  

   ∧ 
을 계산한다.42)

재보험이 있는 경우는 재보험이 있는 경우의 E[X]와 STD[X]를 이용하여 불

확실성 리스크의 를 추정할 수 있다.

다. 푸리에 변환 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형은 의도적으로

42) 위 식의 유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이므로







∞

∧ × 

 


∧

여기서 가 수준에 있고   임을 고려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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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성향을 지닌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의존성을 생성시키는 클레임 건

수 승수 와 심도분포에 관한 규모모수(scaling parameter) 는 보험 종목간

에 의존성이 1 이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형은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총손

해액 분포를 수많은 반복 산출과정을 통해 근사시키는 방법이었다. 시뮬레이

션 모형은 원자료가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 보수적 의존성

의 가정을 완화시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모형은 의존성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평균

과 분산을 가지고 총손해액 분포를 근사시키기 보다는 원자료를 가지고 가정

된 분포의 형태로부터 불확실성 리스크를 반영한 총손해액 분포를 직접 산출

한다. 이러한 푸리에 모형은 내부리스크관리모형(Internal Risk-Management

Model)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므로 실증분석이 가능하도록 여러 문헌을 참

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초기 모형은(시뮬레이션이건 푸리에 변환이건) 한 가지 보험종목에만 국한

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종목 사이의 상관관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즉, 한

종목 안에서의 모수불확실성이 종목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모형이었다.

이후 종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미국 손해보험계리사회

(CAS)의 노력으로 Wang(1998)은 종목 사이의 손실발생건수의 결합확률분포

가 비독립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푸리에 변환을 통해 총 손실 분포를 계산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Meyers et. al. (2003)는 Wang의 영향을 받아 종목들을

보장내용에 따라 공분산그룹(covariance group)으로 묶어 모수불확실성을 적

용함으로써 특정 공분산그룹내 손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형

을 제시하였다. IAA(2004) 보고서에는 시뮬레이션 모형에 종목내의 보험사고

의 의존성을 고려하고 심도에 승수를 곱함으로써 각 종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푸리에 변환 모형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푸리에 변환 모형은 총 손

실의 푸리에 변환을 각 심도의 푸리에 변환과 사고건수의 확률생성함수(pgf,

probability generating function)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총 손실 분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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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on(1992), Wang(1998) 등은 총손해액의 푸리에 변환에 역 푸리에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직접 총손해액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Fast Fourier Transformation

이라고도 한다)을 제안한다. Meyers는 총손해액의 푸리에 변환식에서 역변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총손해액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런데 푸리에 변환은 일반적으로 폐쇄형 해(closed form solution)를 가지

지 않으므로 이 두 방식은 모두 심도분포를 이산분포로 근사시켜야 한다.

Meyers의 방식이 심도의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piecewise linear cdf

사용) Fast Fourier 방식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도분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Robertson(1992), Wang(1998)의 Fast Fourier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Meyers도 이를 추천하고 있다.

1) 단일 종목의 푸리에 변환

논의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들을 보자.  가 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

수라 하면,

확률생성함수(pgf, probability generating function) :

    
  



적률생성함수(mgf, moment generating function) :

    
    

 

특성함수(chf, characteristic func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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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된다(Beard et. al. 1984; Heilmann, 1988). 이 특성함수를 푸리에 변환

이라고 한다.

푸리에 변환과 총 손실분포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종목 내의 손해

액(심도)의 확률변수를 라 했을 때 의 특성함수는     
 로 정의

된다. 각 들이 독립이며 개(상수)인 경우 손해액의 합 에 대한 특성함수

는 아래와 같다.

    


이때 가 확률변수라면 이에 대응하는 확률생성함수(pgf)의 정의로부터

     
     

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43)를 따를 경우 확률

생성함수는

43) 음이항분포는 성공(확률 p)과 실패를 산출하는 독립적인 각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포를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실험은 고정된 성공(a fixed number of

successes)의 수( )가 달성될 때 까지 계속된다. 모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모양에

있어서 포아송 분포보다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한 데이터 셀의 관찰된 분산이 관

찰된 평균보다 클 때 음이항분포가 포아송분포보다 적절한 분포일 수 있다. 포아송

분포의 모수, 는 기대사고 건수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 모수는 보험회사에게는 알

려지지 않고 있어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모수를 확률변수로 취급하

여 포아송 믹스처(mixture of Poissons)로서 음이항 분포를 생성할 수 있다. 음이항

분포는 다음과 같다.

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 :




Mean :   , 여기서 ( 


), Vari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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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가 된다.

푸리에 변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위와 같이 구한 특성함수에 역변환을

취함으로서 손해액의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다. 위 예는 한 종목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를 통해 한 종목 손해액의 합에 대한 누적확률분

포  를 계산할 수 있다.

Heckman and Meyer(1983)의 방법에서는 심도분포를 이산분포로 근사시킬

때 일정한 간격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위해서는 사고건수

관련 모수를 지정해야 하는 등의 복잡성이 따른다. 심도 분포가 일정간격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역 푸리에(Inversion Fourier) 변환으로 의 분포는 보

다 간편하게 계산될 수 있다.

2) 다종목으로의 확장 및 종목 간 상관관계 생성

다종목으로 모형을 확장하기 위하여 각 종목 내 손해액의 합이     

이고 각  가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총손해액의 특성함수는

     
 

  



 


가 된다. 각 종목의 손실액의 합  들은 각기 다른 분포를 가질 것이므로 모

두 곱한 형태가 된다.

Wang(1998)은 여기에 각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 종목

사고발생 건수     의 독립성 가정을 완화한다. 이 때 의존성을 감안하

기 위하여 특정 확률분포를 가지는 외부변수 에 의해     간의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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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므로     은 가 주어진 경우 각각 독립인 조

건부확률  
 을 따른다. 따라서 각 종목별 손해액의 합은 가 주어진

경우에만 독립이므로 총 손해액의 특성함수는

     
  

  



 
 

로 표현되며, 각 종목별 손해액의 합에 대한 특성함수는  
   

 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위 식은

 
  



 
 

로 표현된다. ( 는 i 종목의 손해액을 나타냄.)

결국 사고발생건수의 종속성을 유발하는 외부변수 를 도입하여 종목 간

의존성을 고려하는 경우 총 손해액의 특성함수는 비조건부 결합확률생성함수

    
      

  



 
 

에 각 종목별 손해액의 특성함수를 대입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고, 이 특성함

수를 역변환 함으로써 총 손해액의 분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의 논의들은 결합확률생성함수를 주로 다룬다.

3) Common Poisson Mixtures의 결합확률생성함수 계산

여기에서는 다 종목인 경우 비조건부 결합확률생성함수를 얻는 예를 살펴보

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각 종목별 사고발생 건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확률변수 가 있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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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각 는 가 주어지는 경우(조건부인 경우) 평균이 인 포아송분포를 따

르며 서로 독립이다. 이때 는 포아송분포의 모수이고, 의 확률밀도함수(pdf)

는 , 적률생성함수(mgf)는 이다. 이 가정을 통하여 각 는 비조건부인

경우 공통승수인 를 포함하게 되어 종목 간 상관관계가 생성되게 된다.

평균이 인 경우 포아송분포의 확률생성함수는  
  

    이므로

    의 결합확률생성함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이며, 적률생성함수의 정의로부터

          

이 된다. 이 때 한계(marginal) 확률생성함수는  
    이다.

4) 왜곡(Distortion)함수를 이용한 Common Poisson Mixtures의 일반화

위에서는 특정분포를 갖는 가 각 종목의 사고발생 건수에 의존성을 유발

하며 가 주어진 조건부인 경우 사고발생 건수가 포아송분포를 가지는 경우

를 가정하는 Common Poisson Mixtures를 이용해 결합확률생성함수를 도출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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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Common Poisson Mixtures의 일반적인 형태인 왜곡법을 이용한

결합확률생성함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둘 간의 관계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왜곡함수를 이용한 결합확률생성함수는 어떤 특정함수가 변수들 간의 의존

성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면 그 함수를 이용하여 서로 종속적인 변수들의 결

합확률생성함수를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온다.

만약 확률변수  들이 상호 독립인 경우 결합확률생성함수는 아래와 같다.

     
     

  



 


어떤 함수 g가 [0, 1]에서 증가하며 g(1)=1인 함수라 하면 컨벌루션44)

∘     
는 컨벌루션 ∘ 

들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계

(marginal) 분포들이 독립적이라 한다면 위 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

은 왜곡된(distorted) 결합확률생성함수를 얻을 수 있다.

∘     
    

  



∘ 


이때 원래의 결합확률생성함수는 아래와 같다.

     
      

  
  



∘ 


수리적 간편성을 위해 위의 곱의 형태를 합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하여

  ln라 하면 위의 결합확률생성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44) Convolution은 두 함수의 한 연산자이다. 일반적으로 두 함수 중의 한 함수의 변형

된 함수 형태를 산출한다. 이는 교차상관성(Cross-Correlation)의 개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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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 
″ 

     

이다. 증명과정은 Wang(1998, p. 25)를 참조하기 바란다.

컨벌루션을 이용한 왜곡법(distortion method)은 어떤 왜곡함수가 사용되어

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여기에서는 Common Poisson Mixtures에서의 결

과가 왜곡법의 예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음이 아닌 확률변수 

의 적률생성함수의 역함수가 왜곡함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Common Poisson Mixtures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with

 
    

Lemma: 음이 아닌 확률변수 에 대해 적률생성함수의 역함수인 
 은 [0,

1]에서 잘 정의되며 



    , 
  ∞ , 

    이다.

lemma에 의해 만약   
 라면 Common Poisson Mixtures 모형

의 결합확률생성함수는 아래와 같이 왜곡함수의 컨벌루션 형태로 표현된다.

  
    

 
  



∘ 


따라서 우리는 음이 아닌 확률변수 의 적률생성함수의 역함수를 왜곡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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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의 분포와 의 분포를 구체적인 형태로 지정함으로써 실제

로 계산이 가능한 형태의 결합확률생성함수를 도출할 것이며, 그 결합확률생

성함수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인 결합특성함수의 형태를 도출할 것이다.

5) 적률생성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한 왜곡법의 응용 : 감마분포 도입

예를 들어, 의 한계분포가     
 인 Gamma(1/ , 1)분포를

따른다면 왜곡함수     가 되며, 따라서 의 결합확률생성함수는

아래와 같다.

     
      

  
  



  


  

   
  



 


 

  
  



 


       , ≠ 

그리고

        이며,

lim
→

     
  

 ···  
 

이다. 따라서 가 0에 가까워지면 상관관계도 0에 접근한다.

6) 음이항(negative binomial) 분포를 통한 총 손실 특성함수 도출

위에서는 감마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를 도입함으로써 종목간 의존성이

반영된 결합확률생성함수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사고건수 분포를 구체적

인 분포(음이항 분포)로 가정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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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항분포를 사용하는 것은 종목 내에서 양의 접촉의존성 또는 모수불확

실성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음이항분포의 알파()와 베타

( 
 

)는 종목 내 모수불확실성을 반영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모수가   인 음이항분포의 확률생성함수는

 
    

 

이므로 이를 앞의 소제목 4) 왜곡(Distortion)함수를 이용한 Common

Poisson Mixtures의 일반화 에서의 결과에 대입하면 아래의 결과를 얻는다.

Theorem: 결합확률생성함수

     
       

  



   
   

 



 

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한계분포가      인 다

변수 음이항분포를 정의한다.

·   min   
·     

   인 경우   이며 는 음수이다.

만약   라면 위 식은   인 Common Poisson-Gamma Mixture가 된

다(Wang, 1998). 여기서 시뮬레이션 모형과 비교할 때      

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조건은 가 여러  가운데 가장 작은 것보다 작은

양수 이어야한다는 조건이다.

총 손실의 특성함수 :  종목이 사고건수와 손해액 으로 특정되었다고

가정하고, 만약 들의 결합확률생성함수가 위와 같고 사고건수에만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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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면 총 손실 는 아래와 같은 특성함수를 가진다.

    
  



  
   

 



, 

따라서 역푸리에 변환을 통해 총 손실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위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사고건수 분포로 음이항 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종목 간 의존성

을 오메가( )로 특정하는 모형이다.

위 방식으로 총손실 분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

  




 , 그리고 오메가( )를 지정한 후에 특성함수를

계산하면 되며, 최종값에 역푸리에 변환을 하면 된다.

7) 모수 추정

각 보험종목 에 해당하는 모수   는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시뮬

레이션 모형을 설명하는 가운데 설명되었던 추정법을 푸리에 변환에서도 적

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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