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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과 재보험을 위한 손해예측 연구

전 용범 1)  박 흥선2)

요   약

본 연구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생성하기위한 기초 작업으로 사용되는 Claim 

Amount 에 대한 새로운 예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하여, 혹은 재보험을 고려한 보험 상품의 개발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Claim 

Amount 예측은 기존의 일반적인 회귀선으로 간과하기 쉬운 단점을 극복하는 해결책

이 될 것이다.

  주요용어 : Best Predictor, Insurance Pricing, Weighted Regression

1. 서론 

   보험가격은 과거의 경험통계를 근거로 평균손해율을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가입대상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유사한 목적물은 통상 요율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동일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

통이다. 한편, 다량의 보험사고 또는 거대한 위험은 효율성 및 추정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보상한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소손해면책 또는 최대보상금액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요율산출시 손해면책이하나 최대보상금액 이상의 자료는 통계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

상인데 이로 인하여 가격산출에 추정상의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 자료의 분

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했을 때, 기존의 방법에 의한 손해율을 예측하고, 손해면책이나 최대보상

금액을 설정하 을 때의 손해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가중예측량(Weighted Predictor)을 사용하

여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시된 가중예측량이 기존방식에 비하여 효율적임을 시뮬

레이션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보험업계에서 진행되는 기초자료를 통하여 기존의 

손해율 예측량과 새로운 방법의 예측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요율산출(rate-making)이란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pricing)으로 보험사의 가

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과 제반비용을 충당하며, 아울러 적정한 이윤

을 획등하는 동시에 보험사간의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요율을 만들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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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요율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서는 안되며 (non-excessiveness) 아울러 위험의 정도

에 따라서 차별적인 차등요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보험요율의 공정성(equity) 라고 한

다.  이를 위해선 보험종목의 여러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손해율을 예측하는 

절차는 보험요율산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요율산출방식의 하나인 순보험료법(Net Premium Method)은 현재의 위험도(risk)

에 맞는 요율을 새롭게 산출하는 방법으로

    순보험료 =손해심도 사고빈도
라고 계산되며, 여기서 손해심도는 건당 손해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정보(독

립변수 값)가 주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액을 예측하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순보험료 결정

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방법은 과거 자료들을 통해 독립변수 정보

에 대한 손해액의 회귀선(least square regression)을 통한 손해예측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편,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자가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중 가입자가 부담하기로한 금액 

이하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상 발생할 경우에 손해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면책(deductible)의 손해액을 예측하

는 경우, 기존의 방법은 자기부담금이하의 자료는 무시하고 나머지를 이용하여 예측하 으며, 

이는 그림 1 과 같은 예측선을 발생시킨다. (θ = 14)

또한, Park 과 Stefanski (1999) 는 반응변수를 예측할 때, 예측오차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하는 Weighted Predictor를 사용한 여러 가지 경우를 소개하 는데, 자기부담금을 고려한 보험

요율의 산정은 이 가중예측량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부담금 θ  에 

대하여 손해액이 θ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의 예측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는

E (W (Y )(Y − Ỹ )2|X ) ,  W (Y ) = I (Y > θ )

을 최소화 시키는 예측량 Ỹ  를 구해야 하고,  간단한 수식 전개를 통해 우리는

Ỹ =  E (W (Y )Y|X )
E (W (Y )|X )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Ferguson, 1967)

만일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가중예측량은

Ỹ = E (W (Y )Y|X )
E (W (Y )|X ) = µy|x+

σY|Xφ (
θ− µy|x
σy|x

)

1− Φ (
θ− µy|x
σy|x

)

가 되며,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1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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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기존의 손해율 예측 방법은 “건당 평균손해액” 방식을 사용하 다.  이는 개개의 보험종목

에 대한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독립변수의 정보를 활용

하는 손해율 예측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할 지라도, 기존의 방법은 자기부담금이나 최대보상금액

과 같은 제한적 조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조건하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손해율을 보다 효과적으

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규분포 뿐 아니라 지수분포, 와이

블 분포 및 감마분포 형태에서도 확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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