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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의 신규 요율변수로 판매채널별 위험특성의

차이를 계리적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년부터 년까지. 2013 2016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대물담보 통계자료를 이

용하여 판매채널별 사고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고건수와.

건당손해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 변수인

판매채널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일반화선형모델에 따른 다변량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빈도 측면에서 단변. ,

량적으로 판매채널과 사고건수를 분석하면 온라인 판매채널의 사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둘째 다변량적으로 기존 요율변.

수외에 판매채널을 신규로 포함하여 분석하면 온라인 계약자는 보

험료 할증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기존 요율변수 중 마.

일리지를 제외할 경우 온라인 판매채널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셋째 마일리지와 판매채널에 따른 계약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온라,

인 계약자와 오프라인 계약자의 주행거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

정되며 온라인 계약자가 오프라인 계약자보다 정확하게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고심도 측면에서 온라인. ,

판매채널은 위험상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색인어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사고위험도 마일리지: , , ,

학 번 : 2009-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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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I.

자동차보험의 디지털화가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온. .

라인 채널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보험상

품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타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

으며 매년 갱신이 이루어지는 단기성 보험의 특성을 지닌다 이에.

때라 계약자의 상품이해도가 높고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활발하여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다 해외에서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업체들의.

상당수가 시장에 합류하고 있으며 기존 보험사들은 가격 및 상품정,

보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되는 접근성 높은 온라인 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년 월 교보자동차보험 현 다이렉트 을2001 10 ( AXA )

시작으로 직판전업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였다 모.

집조직 중심의 기존 보험사는 채널충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채널을 확대하였

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어.

년 현재 평균유효대수 기준 를 기록하고 있다FY2016 45%( ) .

그러나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료는 산출시 판매채널에 따른 위험도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 계약자의 보험.

료 할인율은 다만 사업비 절약분에 기인한다 즉 보험료는 위험에. ,

상응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분되는

데 현재 온라인 보험료는 부가보험료의 차이만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 요율변수를 활용하여 판매채널별 사고위험도

차이와 온라인 계약자의 위험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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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드러난 마일리지 특약과 판매채널에 따른 계약자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에서는 보험회사의. World Economic Forum(2015)

가치사슬 중 판매 분야는 보험회사에서 분리되어 나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판매채널의 분리는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소유권 이.

전을 의미할 수 도 있으며 고객의 보험사에 대한 충성도 확보가 어,

려워지고 고객의 보험사간 이동이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박소정( ,

이러한 상황에서 요율변수를 활용한 판매채널에 대한 입체2017).

적 이해는 인수 및 가격정책에 활용 향후 신규 채널전략 수립 등,

보험산업의 시장변화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처음으로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의 통계를 이

용하여 판매채널과 사고위험도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단일회사.

가 아닌 모든 손해보험사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회사별 인수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계약자의 위험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변수를 독립변수

로 활용하고 종속변수는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로 구분하여 사고위험

도를 산출하였다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손해율법이 아니라 일.

반화선형모델에 따른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시장

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 II

된 분석모형과 선행연구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장에서는 분석. III

에 사용된 자료와 추정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에. IV

서는 요약과 결론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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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및 선행연구II.

제 절 분석모형1 .

본 연구의 기초통계는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요율변수와 각 변수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요율변수는 차종. ,

할인할증등급 가입경력 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약 기명, , , ,

피보험자연령 판매채널 마일리지 특약 차량안전장치류 이모빌라이, , , (

저 자동변속기 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는 평균유효대수 사고건수, ) , , ,

손해액 사고 건당손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1 .

요율변수는 범주형 자료이며 종속변수인 사고건수와 손해액은 음수

가 아닌 정수형 자료로 정의한다 또한 전체 자료는 자료 압축을 위.

해 개별건별 데이터가 아니라 그룹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즉 계.

약속성별로 를 생성한 후 동일한 조합별로 데이터를 압축하key key

였다.

기초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모

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모형은 독립변.

수 함수의 선형결합과 이에 따른 종속변수 관계를 선형관계(X) (Y)

식으로 표시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  

여기서 는 회귀식의 절편으로 독립변수의 관찰치가 일 때 종속0

변수 의 값을 나타내는 수치이며Y , 는 기울기로서 독립변수 의X

한 단위 변화가 종속변수 의 값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Y

다.

그러나 회귀분석은 정규분포 또는 분산의 동등성 가정 등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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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에 있어 분석에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함.

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선형성과 가법성을 충족시키는 일반화선형모

형 을 분석모형으로 이용하였다 로그(Generalized Linear Model) .

함수를 이용하여 식 을 변형한 식 는 다음과 같다(1) (2) .

  ⋯  (2)

동일한 독립변수별로 합산된 사고건수는 평균유효대수의 영향을

받는다 평균유효대수에 의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식 를 변형한. (2)

식 은 다음과 같다(3) .

  ⋯  (3)

    ⋯ 

  ⋯ 

본 연구에서는 사고건수는 포아송분포를 자연로그를 적용한 건당,

손해액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통계언어는 를 이용하여 프로. SAS

그램을 작성하였다.

제 절 선행연구2 .

보험회사는 우량위험 선택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량특성,

개별 운전자의 특성 주행환경 등 다양한 요율변수를 이용하여 위험,

도를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신규 요율변수 연구는 학계는 물.

론 실무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출산출 체계는 차량특성을 위험도

로 반영하기 위해 크기 배기량 승차정원 차량형태 등으로 요율변( ), ,

수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제작사들이 도난방지장.

치 긴급제동장치(Immobilizer, IM), (Autonomous Emergency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Braking, 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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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별로 산출된 할인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고 있다.

개별 운전자의 특성은 할인할증제도 마일리지 연령 등의 요율변, ,

수가 고려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에 따르면 할인할증제도는 년대 초반 유럽국Lemaire(1998) 1960

가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운전자의 과거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

료가 할인할증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IT

된 마일리지는 이미 대다수의 연구논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특히(Ferreira and Minikel(2010), Lemaire et al.(2016)).

은 대만의 실제 주행거리 자료와 보험통계를Lemaire et al.(2016)

연계하여 마일리지와 사고위험도간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는 자동차보험계약의 사고위험도는 두 개의 지표 주Butler(2006) -

행거리와 운전집중력 로 그룹핑지을 수 있으며 현존하는 요율요소- ,

는 이들 위험요소의 대용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신규 요율변수를 연구한 것으로 정재욱외 는 개인신용정보(2008)

와 사고발생확률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개인신용정보 활용시 사고

율 및 손해율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요율변수로써 판매채널별 사고위험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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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III.

제 절 통계의 속성1 .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

터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에서 자동.

차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보험개발원에서

취합한 것이다 또한 각 보험사에서 자사의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을.

참고하는데 사용되는 참조순보험료 산출의 기초자료와 동일하다.

통계자료1.

데이터 분석을 위해 년부터 년까지FY2013 FY2016 (2013.1 ~

총 개년의 통계자료를 사고년도 기준2016.12) 4 (Accident Year)

으로 추출하였다.

사고년도 기준자료는 통계추출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통계추

출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통계추출기간 이전에 체결되

어 통계추출기간 중에 유효한 계약 중 사고가 발생한 실적을 포함

한다 즉 년 월 일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년 통계를. 2015 12 1 2016

추출하면 보험료는 년 월부터 월까지 해당되는 기간의 경2016 1 11

과보험료를 인식하고 사고 또한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사고만 인식,

한다.

보험종목과 담보는 각각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대물담보이다.

보험종목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중 개인용자동차보험, , ,

플러스개인용 포함 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개인용이 전체 평균유효( ) .

대수의 약 개인용 만대 전체 만대 년 기71%( 1,489 , 2,084 , FY2016

준 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보험종목이며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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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물담보는 통계의 충분성과 유의성을 충족시켜 준다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피보험자의 제 자3

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보험 대인배상 또는 책임보험( I( )

및 대물배상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대인배상 과 대물담보) . I

는 동일한 평균유효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차량가격의 상승과 생.

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물적담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여 충분한 통계량을 확보

할 수 있고 보험료 비중도 약 로 대인배상 에 비해 약 배 높, 37% I 2

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물담보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율변수2.

현재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사용

되는 요율변수는 회사별로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율.

변수를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실무적으.

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요율의 할인할증폭이 유의미한 요율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요율변수는 차종 할인할증등급 가. , ,

입경력 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약 기명피보험자연령 판, , , ,

매채널 마일리지 특약 차량안전장치류 이모빌라이저 자동변속기, , ( , )

이다.

차종은 승차인원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참조순보험료 요율서를 참

고하여 세분화하였다 우선 승차정원에 따라 인이하는 승용 인이. 6 , 7

상 인이하는 다인승으로 구분하였다 승용자동차는 다시 배기량10 .

에 따라 소형 이하 소형 초과 이하A(1,000cc ), B(1,000cc 1,600cc ),

중형 초과 이하 대형 초과 으로 세분화B(1,600cc 2,000cc ), (2,000cc )

하였다 다인승은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았다. .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계약체결시 등급에서 시작하며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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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으로 세분화된다 평가대상기간동안 무사고1Z~28Z(2016 ) .

시 등급 하락하여 보험료 인하요인이 되며 사고발생시 사고건수와1 ,

피해정도에 따라 등급이 상승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이는 사.

고위험도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을 제고하고 사고를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할인할증등급의 실제 적용요율은 최저 최고 로 한다30%~ 200% .

가입경력은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을 보험개발원에서 산

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입경력기간은 계약자의 보험사 변경에 관.

계없이 해당 정보가 공유된다 가입경력은 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4

있는데 최초가입자 또는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1 , 1 2 , 2 3

년 미만 년 이상으로 분류한다 통상 가입경력이 짧을수록 보험료, 3 .

는 할증된다.

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은 각 보험사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기준으로 그룹핑 하였다 운전자한정특약은. 1

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누구나운전으로 구분하였다 운전자연, , , .

령한정특약은 전연령 세이상 세이상 세이상 세이상, 21 , 24 , 26 , 30 ,

세이상 세이상 세이상으로 분류하였다35 , 43 , 48 .

기명피보험자연령은 기명피보험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세이20

하 세 세 세 세 세, 21~23 , 24~25 , 26~35 , 36~40 , 41~45 , 46~65

세 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66 .

판매채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였다 온라인은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결된 계약이며 오프라인은, ,

설계사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된 계약이다, .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마일리지 특약 가입여부만 나

타낸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후할인 형태의 마일리지 상품.

을 판매하고 있어 실제 운행한 주행거리 정보는 계약만기 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행거리 정보 이용은 제한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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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차량안전장치는 보험사별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보험사에서 오랫동안 판매되고 있는 이모빌라이

저 자동변속기를 선정하였다(IM:Immobilizer), .

제 절 요약통계2 .

표 은 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담보의 기초손해상[ 1] 2016

황을 보여준다 평균유효대수는 만대이며 만건의 사고건. 1,493 207

수를 기록하여 전체 사고율은 를 기록하였다 건당손해액은13.9% .

만원을 기록하였다123 .

이를 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고율은 오프라인 온라인

에서 각각 와 건당손해액은 각각에서 만원14.5% 13.2%, 124 , 120

만원을 기록하였다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온라인의 상대도를 살펴보.

면 사고율은 을 기록하여 온라인의 사고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0.91

나타났으며 건당손해액은 을 기록하였다, 0.97 .

표 는 주요 요율변수별 사고율과 건당손해액을 나타낸다 각 요[ 2] .

율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변량 측면에서 정리한 자료

이며 이를 통해 요율변수가 가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차종을 살펴보면 사고율의 경우 배기량과 사고율 간 경향성

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비해 건당손해액의 경우 배기량이 커질수록,

건당손해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차체가 클수록 가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결과로 추정된다.

가입경력을 살펴보면 최초 가입자의 경우 사고율이 높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건당손해액도 이와 다소 유.

사하다 이는 운전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사고위험도가 낮아지는.

통상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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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살펴보면 저연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고 그 이상의 연령에

서 사고율이 점차 낮아지다가 세 이상부터 다시 사고율이 높아진42

다 저연령자의 높은 사고율은 운전 경험 미숙으로 추정할 수 있고. ,

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대리 운전 등 운행 빈도나 위험도측면에42

서의 변화가 사고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한정특약은 운전가능자의 범위가 넓은 누구나특약 또는 가

족한정특약의 경우에는 사고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차량의 가동.

시간 증가에 비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한정특약은 연령요율과 유사하게 저연령특약의 경우에서 사고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표 가 단변량적 접근으로 정리한. [ 2]

자료이기 때문에 연령요율의 경향성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등급에서 시작하여 무사고시 등급 하락11Z 1

하며 사고시 사고건수 및 피해정도에 따라 등급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할인할증등급이 하락할수록 사고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

인다.

제 절 사고빈도 분석3 .

본 절에서는 자동차보험 판매채널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요율변수와 신규 변수인 판

매채널을 활용하여 각 시나리오별 요율변수를 구성하였다 종속변수.

인 사고건수와 시나리오별 요율변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율변수별 회귀계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마일리지 특약과 판매채널간 관련성

에 착안하여 마일리지 특약과 판매채널에 따른 계약자 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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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온라인 계약자의 주행거리가 짧은지 혹은 온라인 계약.

자가 마일리지 특약을 보다 정확하게 선택하는지 각각 검증하였다.

분석에 앞서 연구결과의 가독성과 직관성 향상을 위해 일부 요율

변수의 그룹핑 작업을 시행하였다 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즉. 29

각적인 이해가 곤란한 할인할증등급 중 최초 기준등급인 등급을11Z

초과하는 등급은 등급으로 그룹핑 하였고 고할인구간인 등10Z , 25Z

급 이하는 단일등급으로 그룹핑 하였다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은.

저연령계층인 세 이하는 단일그룹으로 그룹핑 하였다 같은 맥락30 .

에서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은 세이상 특약 내에 전연령 세이상26 , 21 ,

세이상 세이상 특약이 포함되도록 그룹핑 하였다24 , 26 .

판매채널 년 자료1. (2016 )

분석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인 년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2016

을 실시한 것이다 이는 각 시나리오별로 요율변수를 구성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판매채널외의 다른 변수의

결과를 다수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전체 통계기간에 걸쳐 이. ,

러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연구의 가독성과 이해력이 저하되므로

최근 자료인 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요한 결과값으로 축약하였2016

다.

표 은 판매채널 변수만 이용하는 단변량분석 결과와 기존 요율[ 3]

변수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다변량분석 결과를 함께 제

시한 것이다 각 시나리오는 단일변수인 판매채널만 사용하는 경. (1)

우 기존 요율변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요율변수와 판매채, (2) , (3)

널을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제외한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 (4)

요율변수인 판매채널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성된다 각 시나리오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단일변수인 판매채널만 사용한 시나리오 에서 온라인 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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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수는 로 산출된다 이는 온라인 계약자가 오프라인 계-9.48% .

약자대비 사고위험도가 낮으며 이를 보험료로 환산할 경우 온라인

계약자 보험료는 오프라인 계약자 대비 할인을 적용하게 됨9.48%

을 의미한다.

기존 요율변수를 적용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를 요율변수별로(2)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를 선택한. ,

계약자는 를 기록하고 있어 마일리지를 선택한 계약자의15.06% ,–

사고위험도가 일반 계약자 대비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할인할증등급의 경우 최초등급인 등급에 비해 높은 등급인11Z 10Z

등급은 사고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하의 등급은 사, 12Z

고위험도가 점차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할인할증체계가 계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가입경력.

의 경우 최초가입자의 사고위험도가 높게 산출되고 있으나 년 이, 2

상 년 이상으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3 .

러한 결과는 현재 자동차보험 요율체계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 특성

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요율변수와 판매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의 분(3)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회귀계수는 로 양의 값을. +2.31%

보이는데 이는 온라인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증이 필요하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보험료 할인이 필요한 시나리오 의 분석. (1)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요율변수를 추가하면서 기존 요율변수 중

판매채널의 위험도를 변화시키는 변수가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는 생략하였지만 요율변수를 단계별로 대입하여 적

용시켜 보았다.

마일리지를 제외한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 요율변수인 판매채널을

적용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를 분석하면 온라인 채널의 회귀계수(4)

는 로 음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변량 분석결과-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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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게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일리지 특약의 포함여부

에 따라 온라인 채널의 보험료 할인여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각 시나리오별로 요율변수를 조합하여 분석한 결과 판매채널과 마

일리지 특약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결과.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의 회귀계

수에 집중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판매채널 년 년2. (2013 ~2016 )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의 관련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연도

별 통계자료를 기초로 동일한 연구과정을 반복하였다 표 는. [ 4]

년부터 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표 과 동일하게 시나리2013 2016 [ 3]

오별로 분석을 시행한 후 판매채널과 마일리지의 회귀계수만을 정

리한 표이다.

판매채널 요율변수만 적용하는 시나리오 의 경우 년부터(1) 2013

년까지 온라인 판매채널의 회귀계수는 각각2016 -0.0950,

을 기록하였다 이는 만약 판매채널-0.0931, -0.0963, -0.0948 .

만 이용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온라인 계약자의 약 수준에-9%

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현재 사용중인 요율변수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의 경우 마일리(2)

지 특약의 위험률은 년부터 년까지 각각2013 2016 -0.2094,

을 기록하였다 이는 마일리지 특약-0.1875, -0.1648, -0.1506 .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은 필요하나 그 할인의 폭은 감소할 필요가

있음으로 분석된다.

기존 요율변수와 판매채널을 신규 적용하는 시나리오 의 경우(3)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년. 2016

온라인 계약자의 위험도는 이며 년 온라인 계약자+0.0231 , 2015

위험도는 로 년과 동일하게 보험료 할증이 필요한 것+0.01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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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년 온라인 계약자의 위험도는. 2014

으로 보험료 할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0.0033 .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의심된다 년 온라인 판매채널 위험도. 2013

는 을 기록하여 년 년과 달리 보험료 할인이-0.0217 2015 , 2016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이다.

마일리지를 제외하는 시나리오 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4)

계약자의 위험도는 년부터 년까지 각각2013 2016 -0.0465,

를 기록하였다 즉 마일리지를 제외-0.0409, -0.0377, -0.0319 .

한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요소인 판매채널을 요율변수로 사용하면

온라인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나 할인 폭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과 시나리오 의 분석결과에서 마일리지 회귀계수의(2) (3)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에서 마일리지 회귀계수. (2)

는 에서 으로 나타나 보험료 할인은 필요하고 그-0.2094 -0.1506

폭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

규 요율요소인 판매채널을 포함하는 시나리오 에서도 마찬가지다(3) .

시나리오 에서 마일리지 회귀계수는 연도별로 에서(3) -0.2028

로 변화하며 시나리오 와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즉 마-0.1596 (2) .

일리지 특약은 판매채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요율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매채널은 마일리지의 포함여부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

라진다 시나리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일리지를 포함할 경우. (3)

판매채널 요율변수의 회귀계수는 년 로 보험료 할인2013 -0.0217

요소로 작용하나 년 로 보험료 할증요소로 작용하는2016 +0.0231

변동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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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3.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간 관련성을 세밀하게 분석해보자 이를.

위해 먼저 국내의 마일리지 특약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간 성립할 수 있는 개별 가정을 설정한 후 이를 입증

하고자 한다.

마일리지 특약은 국내에서 손해보험 주 이 최초2011.12 AXA ( )月

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상품은 이내의 경우. 5,000km -9%,

이내는 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었다 보험료 정산방식7,000km -5% .

은 계약 체결 시 연간주행거리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미리 보험

료를 할인받은 후 계약 만료 시 연간주행거리를 입증하는 선할「

인 형태였다 주행거리확인 방식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사진촬영 후 보험사 웹페이지에 전송하거나 계약자가

제휴업체에 방문하여 주행거리를 기록한 후 계약 만료시 제휴업체

가 계약자를 또는 계약자가 제휴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이

었다.

이후 타 보험사도 마일리지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후할인「 」

방식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후할인 방식은 연간주. 「 」

행거리를 사후적으로 확인한 후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동일

한 주행거리를 운행할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선할인 방식에 비「 」

해 불리하지만 계약자가 연간주행거리를 준수해야 하는 심리적 부

담감이 적은 것이 장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보험 활성화를 위해 일반 를2013.7 SMS月

이용하여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식을 다양화하였

다 또한 보험 가입 시는 물론 보험기간 중에도 마일리지 특약에 중.

도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개선하였다.

이후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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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간주행. 2013.10月

거리 이내의 계약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였으며10,000km 2015.5

약정거리를 까지 확대하였다15,000km .月

개별 계약자의 실제 주행거리 정보를 확보할 수 없지만 연간평균

주행거리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 」

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검사정

보 중 누적주행거리가 포함되어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기초로.

매년 자동차주행거리통계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년 비사업용자동차의 일평균주행거리는 로 연간주행2016 1 33.9km

거리는 약 에 이른다 즉 현재 판매중인 마일리지 상품의12,000km .

약정거리는 연간평균주행거리를 웃도는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4.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요율변

수에 따른 계약구성비를 살펴보자 표 는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요. [ 5]

율변수의 연도별 평균유효대수와 전체합계대비 구성비를 나타낸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평균유효대수는 년 만대에서 년2013 534 2016

만대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를 기록한다 전체 평균유효대수673 8% .

대비 온라인 판매채널의 구성비는 년 를 기록한 후 점진2013 41%

적으로 증가하여 년 까지 완만하게 증가한다2016 45% .

마일리지 특약의 평균유효대수는 년 만대에서 년2013 152 2016

만대로 연평균 증가율 를 기록한다 구성비 또한 년484 47% . 2013

에서 년 로 가파르게 증가한다12% 2016 32%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계약자내에서 마일리지 특약 평균유

효대수는 년 만대에서 년 만대로 증가했으며 구2013 106 2016 348

성비는 에서 로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오프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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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마일리지 가입자의 구성비가 에서 로 증가한 것에 비4% 9%

해 매우 가파르다.

주행거리의 정확한 분포는 알 수 없다 다만 년 중반이후 마. 2015

일리지 특약의 약정거리가 연간평균주행거리를 초과하기 시작하였

으므로 과반수의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년 자료를 살펴보면 온라인 계약자의 비중은 이며 이2016 45%

중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는 이다 이는 과반수의 계23% .

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것이라는 추정에 부합하는 결과이

다 그러나 오프라인 계약자 의 경우 이 중 마일리지 특약에. 55% ,

가입한 계약자는 에 불과하다 이는 추정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9% .

이다.

이에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은 연간주행거리가. ( 1)

짧은 계약자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가설. ( 2)

는 판매채널별 주행거리 분포는 동일하나 온라인 채널의 계약자가

보다 정확하게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가설 을 고찰해보면 주행거리가 짧은 계약자가 온라인 판매채( 1)

널에 주로 가입하므로 마일리지 특약의 선택여부와 무관하게 온라

인 판매채널의 위험상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날 것이다.

검증을 위해 요율변수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한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시나리오 과 같이 마일리지 특약을 요율변수로 선택한. (3)

경우 마일리지 가입자 중 온라인 계약자의 위험도가 낮게 나타나①

거나 마일리지 미가입자 중 온라인 계약자의 위험도가 낮게 산출②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와 같이 마일리지 특약을 요율변수로. (4)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일리지 특약과 무관하게 온라인 계약③

자의 위험도가 낮게 산출될 것이다.

즉 의 경우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독립변수는 할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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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가입경력 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약 기명연령 차, , , , ,

종 안전장치 판매채널을 적용하고 종속변수는 사고건수를 사용한, ,

다 의 경우 마일리지 특약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과 같은 독립. ② ①

변수 종속변수를 사용하게 된다 의 경우 마일리지 특약 가입여, . ③

부를 배제하고 독립변수는 할인할증 가입경력 운전자한정특약 운, , ,

전자연령한정특약 기명연령 차종 안전장치 판매채널을 적용한다, , , , .

표 은 상기 설정한 각 시나리오 및 상황별로 독립변수를 적용[ 6]

하여 가설 을 검증한 결과 중 판매채널의 회귀계수만 나타낸다( 1) .

의 경우 마일리지 가입자 중 온라인 계약자 위험도는 에+0.0748①

서 으로 산출되어 보험료 할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0.0366 .

의 경우 마일리지 미가입자의 온라인 계약자 위험도는 -0.0323②

에서 을 기록하여 최근 들어 보험료 할증이 필요한 것으로+0.0167

나타났다 즉 마일리지 특약을 요율변수로 선택한 시나리오 의 경. (3)

우 온라인 계약자의 위험도는 오프라인 계약자 대비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가설에 위배되는 결과이다.

마일리지 특약을 요율변수로 선택하지 않는 을 검증해보면 온라③

인 계약자의 위험도가 에서 로 산출되어 위험도-0.0469 -0.0320

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

가설 을 검증한 결과 과 의 결과는 가설에 위배되며 의( 1) ① ② ③

결과는 가설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가 짧은 계약자가 온.

라인 판매채널을 선택한다는 가설 은 기각된다( 1) .

가설 를 고찰해보면 온라인 계약자는 운전자 스스로의 주행거( 2)

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계약만료 시 주행거리 입증에 따르

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마일리지 특약을 보다 정확하게 선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계약자를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 가

입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미가입 오프라인 가입 온라인 미가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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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으로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온라인 계약자가 마일- 4 .

리지 특약을 보다 정확하게 선택하므로 온라인 미가입의 위험도가-

타그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즉 검증가설은 온라인 미가. , -

입의 위험도가 타계약자 대비 가장 높은지 검증한다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미가입 그룹대비 타 그룹이 음의 수치를 기록하면 가설- ( 2)

는 성립한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할인할증 가입경력 운전. , ,

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약 기명연령 차종 안전장치를 독립, , , ,

변수로 사용하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자를 판매채널과 마일,

리지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개 그룹으로 구분한 것을 신규 독립변4

수로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사고건수를 적용하였다. .

표 은 독립변수를 모두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중 새로 추[ 7]

가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만 정리하였다 온라인 미가입 그룹을 기. -

준으로 위험상대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년의 경우 오프라인 미가입 그룹의 회귀계수는 을2013 - +0.0323

기록하였고 타 그룹들의 회귀계수는 각각 로, -0.2374, -0.1624

산출되었다 온라인 미가입 그룹대비 위험도가 낮거나 높은 그룹이. -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의 경우 각 그룹들의 회귀. 2016

계수는 각각 을 기록하여 온라인 미-0.0182, -0.1887, -0.1526 -

가입의 위험상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회귀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년부터 년까지 양2013 2015

의 수치를 나타낸 경우가 있어 온라인 미가입의 위험상대도가 타-

그룹대비 높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자료인 년은 음. 2016

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온라인 미가입의 위험상대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자료에 미루어 판단할 때 온라인 계약자.

들이 마일리지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선택하는 가설 는 성립하는( 2)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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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고심도 분석4 .

본 절에서는 사고 건당 손해액 건당손해액 에 자연로그를 적용하1 ( )

여 종속변수인 사고심도로 정의하고 독립변수인 요율변수와 회귀분,

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사고심도는 임의적인 것으.

로 요율변수와 관련이 적다고 생각한다 이는 배상책임담보의 특성.

상 피해자 물 의 가치가 임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

표 은 연도별 건당손해액과 판매채널의 사고심도 회귀분석 결[ 8]

과를 나타낸다 회귀분석식에 사용된 요율변수는 앞서 사고빈도 분.

석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요율변수별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도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실제 손해액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해 건당손해액의 평균값은 자

연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건당손해액의 평균값은. 2013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는105 2016 122 .

차량의 대형화 차량가격의 고액화와 부품비 정비공임 등 수리비용, ,

의 상승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자연로그를 적용한 건당손해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요율변수를

시나리오별로 적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하단에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을 적용하여 판매채널만 단변량 요율변수로 사용하면(1)

온라인 채널의 회귀계수는 년부터 년까지 각각2013 2016

를 나타내며 이는 통계적-0.0420, -0.0350, -0.0430, -0.0434

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시나리오 는 기존 요율변수를 사용할 경우이며 마일리지 특약(2)

의 회귀계수는 연도별로 -0.1256, -0.0921, -0.0741, -0.0698

를 나타낸다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으나 위험상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시나리오 을 적용하여 기존의 모든 요율변수와 신규 변수인 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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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채널을 고려할 경우 온라인 판매채널의 회귀계수는 연도별로 각

각 을 기록하였으며 이는-0.0316, -0.0257, -0.0328, -0.0290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마일리지 특약의 회귀계수는. -0.0664,

로 산출된다-0.0869, -0.0664, -0.0632 .

시나리오 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외한 경우 온라인 판매채널의(4)

회귀계수는 연도별로 각각 -0.0444, -0.0390, -0.0459,

로 산출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0.0423 , .

따라서 사고심도 측면에서 판매채널은 위험상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사고크기의 우연성을.

가정하는 일반의 통념과 다른 결과이다.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의 계약자 분포를 고려할 때 온라인 계

약자의 운행거리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내 교통.

환경을 고려할 때 운행거리가 짧은 계약자들은 통상 주말에만 마트

등 근거리를 운행하고 있어 이들의 평균주행속도는 낮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자에게서 발생하는 사고는 소손해.

사고가 대부분일 것이다 사고심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사고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외제차 스포츠카 등 금번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

요율변수의 특성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심도분석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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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IV.

본 연구는 계리적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판매채널간 위험상대도 차

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을 위해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모든 손해보험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대물담보 통계자료

를 이용하여 일반화선형모델에 따른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사고건수와 자연로그를 적용한 건당손해액 자료를 독립,

변수는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 요율변수인 판매채널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채널과 사고빈도를. ,

단변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 판매채널의 사고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 요율변수에 판매채널을 신규로 포함하. ,

여 다변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 판매채널은 보험료 할증이 필

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기존 요율변수 중 마일리지를 포함.

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판매채널은 보험료 할인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셋째 마일리지와 판매채널에 따른 계약자의 특성을 살. ,

펴본 결과 온라인 계약자와 오프라인 계약자간 주행거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온라인 계약자가 오프라인 계약자보다,

정확하게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고심. ,

도 측면에서 판매채널은 위험상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체 보험사 통계를 사용하여 보험사별 인수정책의 차

이에 따른 계약자 선별효과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현재 분석에 사용.

된 데이터상 전체 계약자의 실제 마일리지를 알 수 없어 보다 세밀

한 온라인 계약자 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마일리지를 포.

함하여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

증적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고심도 측면에서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의 위험상대도

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고의 우연성을 가정하는 일반의 통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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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운행거리가 짧을 경우 소손해 사고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

러한 영향으로 사고심도의 특성이 나타난 것인지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판매채널과 사고위험도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신규 요

율요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판매채널에 따라 계약자의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현재 판매

채널에 따른 위험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석과정.

에서 마일리지와 판매채널간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마일리,

지 가입자의 증가로 인해 판매채널의 사고위험도가 변동되는 현상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을 보다.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판매채널에 대한 다각.

적 이해는 보험사의 인수 및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향후 판매채널

별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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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판매채널별 기초손해상황1.

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담보의 기초손해상황을 나타낸다2016 .

평균유효대수 사고건수와 손해액을 이용하여 사고율 사고빈도 사고건, ( =

수평균유효대수 과 건당손해액 사고심도 손해액사고건수 를 각각 계산/ ) ( = / )

하였다 사고율과 건당손해액의 상대도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산출하였.

다.

구분단위
평균

유효대수
경과
보험료

사고
건수

손해액 사고율
건당
손해액

천대( ) 백만원( ) 천건( ) 백만원( ) (%) 천원( )

오프라인 8,204 2,091,752 1,188 1,476,677 14.5 1,243

온라인 6,729 1,372,420 885 1,064,900 13.2 1,203

합계 14,933 3,464,172 2,073 2,541,577 13.9 1,226

상대도 0.91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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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요율변수별 사고율과 건당손해액2.

주요 요율변수의 평균유효대수 구성비와 사고율 건당손해액을 제시한다 차종은 승차정원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 .

분한다 가입경력은 계약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누적 기간을 나타낸다 연령은 기명피보험자의 만나이를 기준으. .

로 한다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등급을 시작으로 계약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등급간 이동한다. 11Z .

요율변수 구분단위

전체 오프라인 온라인

구성비 사고율 건당
손해액

구성비 사고율 건당
손해액

구성비 사고율 건당
손해액

(%) (%) 천원( ) (%) (%) 천원( ) (%) (%) 천원( )

차종 소형A 10.8 12.63 1,091 10.5 13.34 1,104 11.1 11.80 1,075

소형B 21.8 14.27 1,152 21.2 14.94 1,167 22.4 13.51 1,133

중형 32.5 14.20 1,246 31.7 14.84 1,262 33.6 13.45 1,227

대형 17.2 13.24 1,313 18.4 13.79 1,325 15.8 12.48 1,295

다인승 17.7 14.26 1,274 18.2 14.76 1,295 17.1 13.61 1,244

가입경력 년미만1 3.2 25.73 1,306 3.6 25.84 1,313 2.7 25.54 1,296

년미만2 3.9 17.49 1,279 4.0 18.12 1,285 3.9 16.70 1,270

년미만3 3.9 15.92 1,256 3.9 16.74 1,269 4.0 14.96 1,239

년이상3 88.9 13.21 1,216 88.5 13.77 1,234 89.4 12.54 1,192

연령 세이하20 0.0 53.47 1,220 0.0 41.04 1,298 0.0 63.29 1,180

세21-23 0.2 33.36 1,389 0.2 31.92 1,468 0.2 34.86 1,316

세24-25 0.6 26.81 1,374 0.6 26.32 1,406 0.5 27.44 1,334

세26-35 15.1 14.95 1,263 17.4 14.61 1,308 12.3 15.50 1,195

세36-40 13.3 12.01 1,179 14.6 11.65 1,229 11.9 12.53 1,112

세41-45 15.4 11.88 1,177 15.5 11.56 1,228 15.3 12.26 1,122

세46-65 48.5 14.13 1,229 46.0 13.79 1,286 51.4 14.49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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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상66 7.0 16.04 1,252 5.7 15.49 1,324 8.4 16.46 1,200

운전자한정
특약

누구나 12.1 15.72 1,282 14.1 16.07 1,294 9.7 15.09 1,259

가족한정 17.2 16.36 1,266 19.1 16.82 1,278 15.0 15.64 1,246

부부한정 39.1 12.66 1,160 35.4 13.20 1,177 43.5 12.12 1,142

인한정1 31.6 13.37 1,252 31.4 13.84 1,262 31.9 12.81 1,238

연령한정
특약

전연령 2.2 18.44 1,230 3.0 18.34 1,230 1.3 18.70 1,233

세이상21 1.2 27.91 1,341 1.5 27.83 1,354 0.9 28.07 1,312

세이상24 2.0 22.88 1,331 2.4 22.86 1,339 1.6 22.93 1,318

세이상26 7.5 17.67 1,312 8.1 17.65 1,319 6.7 17.70 1,303

세이상30 17.3 14.25 1,252 16.3 14.93 1,277 18.6 13.54 1,223

세이상35 26.5 11.94 1,180 23.2 12.45 1,201 30.6 11.48 1,160

세이상43 15.2 12.27 1,183 14.9 12.78 1,196 15.6 11.66 1,166

세이상48 28.0 13.77 1,215 30.7 14.13 1,227 24.8 13.23 1,197

할인
할증
등급

01Z 0.0 46.05 1,416 0.0 49.97 1,500 0.0 40.75 1,276

02Z 0.0 33.02 1,446 0.0 34.79 1,480 0.0 30.69 1,394

03Z 0.0 31.82 1,356 0.0 34.39 1,395 0.0 28.18 1,289

04Z 0.1 28.82 1,358 0.1 30.71 1,373 0.1 26.16 1,334

05Z 0.1 26.37 1,407 0.1 27.90 1,404 0.1 24.21 1,412

06Z 0.2 24.78 1,331 0.3 26.15 1,360 0.2 22.85 1,284

07Z 0.4 23.14 1,304 0.5 24.55 1,304 0.4 21.24 1,305

08Z 0.8 21.77 1,333 0.9 23.05 1,367 0.8 20.09 1,283

09Z 1.5 20.67 1,307 1.5 21.70 1,314 1.4 19.38 1,298

10Z 2.6 19.35 1,287 2.5 20.34 1,313 2.6 18.17 1,251

11Z 11.3 20.25 1,286 12.0 21.09 1,300 10.4 19.06 1,264

12Z 9.1 15.59 1,244 9.0 16.22 1,259 9.3 14.8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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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Z 7.7 14.27 1,227 7.4 14.88 1,249 8.1 13.60 1,202

14Z 6.8 13.60 1,211 6.4 14.22 1,226 7.2 12.92 1,194

15Z 6.2 13.17 1,213 5.8 13.79 1,234 6.6 12.50 1,187

16Z 5.7 13.03 1,200 5.4 13.74 1,226 6.1 12.27 1,170

17Z 5.4 12.77 1,201 5.1 13.42 1,218 5.7 12.06 1,181

18Z 5.2 12.47 1,193 5.0 13.11 1,201 5.3 11.74 1,182

19Z 5.1 12.25 1,195 5.0 12.76 1,216 5.1 11.63 1,168

20Z 4.9 12.01 1,192 4.9 12.49 1,214 4.9 11.41 1,161

21Z 4.7 11.70 1,183 4.8 12.13 1,200 4.5 11.15 1,161

22Z 4.3 11.18 1,186 4.5 11.51 1,197 4.1 10.72 1,171

23Z 4.0 10.88 1,174 4.2 11.20 1,192 3.8 10.44 1,149

24Z 3.4 10.48 1,176 3.6 10.68 1,196 3.2 10.20 1,148

25Z 2.6 10.18 1,182 2.8 10.44 1,184 2.4 9.81 1,178

26Z 2.2 9.57 1,175 2.4 9.73 1,180 2.0 9.33 1,167

27Z 3.7 9.54 1,173 3.8 9.70 1,167 3.6 9.32 1,181

28Z 1.9 9.43 1,111 1.9 9.64 1,120 2.0 9.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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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요율변수와 사고건수 위험도분석3.

시나리오별 요율변수와 사고건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각 시나리오는 단일변수인 판매채널. (1)

만 사용하는 경우 기존 요율변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요율변수와 판매채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마일, (2) , (3) , (4)

리지를 제외한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 요율변수인 판매채널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로 구성된다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기준등급인 등급을 초과하는 등급은 등급으로 그룹핑하였고 고할인구간인 등급이하는 단일등급으로 그11Z 10Z , 25Z

룹핑하였다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은 저연령계층인 세 이하는 단일그룹으로 그룹핑하였다 은 각각 유. 30 . *, **, ***

의수준 를 의미한다 모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와 를 제시한다10%, 5%, 1% . Log Likelihood AIC .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판매채널 온라인 -0.0948*** 0.0014 0.0231*** 0.0015 -0.0319*** 0.0014

오프라인

마일리지 가입 -0.1506*** 0.0016 -0.1596*** 0.0017

미가입

기명연령 세이하35 -0.4265*** 0.0038 -0.4308*** 0.0038 -0.4193*** 0.0038

세36-40 -0.3795*** 0.0038 -0.3825*** 0.0038 -0.3727*** 0.0038

세41-45 -0.3084*** 0.0035 -0.3103*** 0.0035 -0.3000*** 0.0035

세46-65 -0.2056*** 0.0028 -0.2065*** 0.0028 -0.1950*** 0.0028

세이상66

연령한정
특약

세이상26

세이상30 -0.2722*** 0.0024 -0.2734*** 0.0024 -0.2729*** 0.0024

세이상35 -0.3789*** 0.0027 -0.3806*** 0.0027 -0.3833*** 0.0027

세이상43 -0.3425*** 0.0030 -0.3439*** 0.0030 -0.3466*** 0.0030

세이상48 -0.2434*** 0.0029 -0.2437*** 0.0029 -0.2503*** 0.0029

할인할증 1Z-10Z 0.1591*** 0.0032 0.1586*** 0.0032 0.1641*** 0.0032



- 29 -

11Z

12Z -0.1427*** 0.0031 -0.1432*** 0.0031 -0.1435*** 0.0031

13Z -0.2147*** 0.0033 -0.2155*** 0.0033 -0.2169*** 0.0033

14Z -0.2647*** 0.0035 -0.2655*** 0.0035 -0.2678*** 0.0035

15Z -0.3083*** 0.0037 -0.3092*** 0.0037 -0.3119*** 0.0037

16Z -0.3344*** 0.0038 -0.3354*** 0.0038 -0.3385*** 0.0038

17Z -0.3724*** 0.0039 -0.3734*** 0.0039 -0.3765*** 0.0039

18Z -0.4136*** 0.0040 -0.4146*** 0.0040 -0.4176*** 0.0040

19Z -0.4449*** 0.0040 -0.4459*** 0.0040 -0.4490*** 0.0040

20Z -0.4789*** 0.0041 -0.4799*** 0.0041 -0.4833*** 0.0041

21Z -0.5174*** 0.0042 -0.5182*** 0.0042 -0.5222*** 0.0042

22Z -0.5744*** 0.0044 -0.5752*** 0.0044 -0.5795*** 0.0044

23Z -0.6089*** 0.0046 -0.6097*** 0.0046 -0.6148*** 0.0046

24Z -0.6531*** 0.0049 -0.6539*** 0.0049 -0.6597*** 0.0049

이하25Z -0.7450*** 0.0035 -0.7460*** 0.0035 -0.7538*** 0.0035

가입경력 최초 0.3881*** 0.0038 0.3902*** 0.0038 0.3825*** 0.0038

년1 0.0838*** 0.0036 0.0851*** 0.0036 0.0798*** 0.0036

년2 0.0297*** 0.0036 0.0308*** 0.0036 0.0268*** 0.0036

년이상3

운전자한정 누구나 -0.0612*** 0.0026 -0.0608*** 0.0026 -0.0497*** 0.0026

가족한정

부부한정 -0.0898*** 0.0025 -0.0911*** 0.0025 -0.0910*** 0.0025

인한정1 -0.1747*** 0.0026 -0.1755*** 0.0026 -0.1729*** 0.0026

차종 소형A -0.1811*** 0.0026 -0.1806*** 0.0026 -0.1883*** 0.0026

소형B -0.0336*** 0.0019 -0.0333*** 0.0019 -0.0396*** 0.0019

중형

대형 -0.0530*** 0.0021 -0.0523*** 0.0021 -0.0516*** 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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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0.0332*** 0.0020 0.0334*** 0.0020 0.0396*** 0.0020

도난방지장치
가입 -0.0790*** 0.0015 -0.0787*** 0.0015 -0.0793*** 0.0015

미가입

자동변속기
가입 0.0091*** 0.0018 0.0062*** 0.0018 0.0061*** 0.0018

미가입

LogLikelihood 2,246,888 2,357,269 2,357,380 2,352,744

AIC 2,700,120 2,479,428 2,479,207 2,48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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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판매채널과 마일리지간 위험도분석4.

연도별로 요율변수와 사고건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다 요율변수는 할인할증 가입경력 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 , , ,

약 기명연령 마일리지특약 판매채널 차종 안전장치를 시나리오에 따, , , , ,

라 적용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단일변수인 판매채널만 사용하는 경. (1)

우 기존 요율변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요율변수와 판매채널을, (2) , (3)

함께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제외한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 요율, (4)

변수인 판매채널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성된다 하단의 표는 분석결과.

중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요율변수의 회귀계수를 제시한다 괄호안은 표.

준오차이며 은 각각 유의수준 를 의미한다, *, **, *** 10%, 5%, 1% .

구분 년2013 년2014 년2015 년2016

(1) 온라인 -0.0950*** -0.0931*** -0.0963*** -0.0948***
[0.0015] [0.0014] [0.0014] [0.0014]

(2) 마일리지 -0.2094*** -0.1875*** -0.1648*** -0.1506***
[0.0024] [0.0020] [0.0017] [0.0016]

(3) 온라인 -0.0217*** -0.0033 　　 +0.0112*** +0.0231***
[0.0015] [0.0015] [0.0015] [0.0015]

마일리지 -0.2028*** -0.1863*** -0.1693*** -0.1596***
[0.0025] [0.0021] [0.0018] [0.0017]

(4) 온라인 -0.0465*** -0.0409*** -0.0377*** -0.0319***
[0.0015] [0.0015] [0.0014] [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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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계약구성비 변화5.

아래의 표는 연도별로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의 평균유효대수와 구

성비를 나타낸다 평균유효대수의 구성비는 전체를 기준으로 산. 100%

출하였다.

판매
채널

마일
리지
특약

평균유효대수 천대( ) 구성비(%)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offline

가입 467 705 914 1,357 4 5 6 9

미가입 7,196 7,094 7,073 6,847 55 52 50 46

소계 7,663 7,799 7,987 8,204 59 58 56 55

online

가입 1,060 1,766 2,563 3,476 8 13 18 23

미가입 4,284 3,989 3,615 3,253 33 29 26 22

소계 5,344 5,756 6,178 6,729 41 42 44 45

offline

가입

467 705 914 1,357 4 5 6 9

online 1,060 1,766 2,563 3,476 8 13 18 23

소계 1,527 2,471 3,478 4,832 12 18 25 32

offline

미가입

7,196 7,094 7,073 6,847 55 52 50 46

online 4,284 3,989 3,615 3,253 33 29 26 22

소계 11,480 11,083 10,688 10,101 88 82 75 68

합계 13,007 13,554 14,165 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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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마일리지 특약 선택여부에 따른 판매채널 위험도분석6.

마일리지 특약 선택여부에 따라 각 시나리오별 독립변수를 적용하여 회

귀분석한 결과 중 판매채널의 회귀계수만 제시한다 시나리오 의 은. (3) ①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독립변수는 할인할증 가입경력 운, ,

전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약 기명연령 판매채널 차종 안전장치, , , , ,

를 이용하고 종속변수는 사고건수를 사용하였다 는 마일리지 특약. ②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상기 과 동일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적용하였,①

다 시나리오 의 은 마일리지 특약을 배제하고 과 동일한 독립변. (4) ③ ①

수 종속변수를 적용하였다 하단의 판매채널의 회귀계수는 오프라인, .

채널대비 온라인 채널의 회귀계수이며 음의 값은 사고위험도가 낮으며

보험료 할인요인임을 나타낸다 괄호안은 표준오차이며 은. , *, **, ***

각각 유의수준 를 의미한다10%, 5%, 1% .

구분
시나리오(3) 시나리오(4)

마일리지 가입 마일리지 미가입 마일리지 미고려

년2013 +0.0748*** -0.0323*** -0.0469***

[0.0050] [0.0016] [0.0015]

년2014 +0.0742*** -0.0160*** -0.0408***

[0.0041] [0.0016] [0.0015]

년2015 +0.0659*** -0.0021　　 -0.0378***

[0.0035] [0.0017] [0.0014]

년2016 +0.0366*** +0.0167*** -0.0320***

[0.0030] [0.0018] [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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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 계약자 그룹별 위험도분석7.

계약자를 판매채널과 마일리지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미가입- ,

오프라인 가입 온라인 미가입 온라인 가입으로 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 - , - 4

온라인 미가입 그룹을 기준으로 신규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기존 요- .

율변수인 할인할증 가입경력 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연령한정특약 기, , , ,

명연령 차종 안전장치와 신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

하였다 하단의 회귀분석 결과는 신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값만 제시한.

다 양의 수치는 온라인 미가입 그룹대비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

다 괄호안은 표준오차이며 은 각각 유의수준. , *, **, *** 10%, 5%, 1%

를 의미한다.

구분 오프라인 가입- 오프라인 미가입- 온라인 가입-

년2013 -0.2374*** +0.0323*** -0.1624***

[0.0043] [0.0016] [0.0031]

년2014 -0.2291*** +0.0154*** -0.1567***

[0.0037] [0.0016] [0.0025]

년2015 -0.2105*** +0.0008 -0.1478***

[0.0033] [0.0017] [0.0022]

년2016 -0.1887*** -0.0182*** -0.1526***

[0.0029] [0.0018] [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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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요율변수와 사고심도 위험도분석8.

연도별로 건당손해액의 평균과 심도분석시 사용한 시나리오별 회귀계수

를 나타낸다 평균건당손해액은 자연로그를 배제한 결과를 제시한다. .

각 시나리오별 분석은 자연로그를 적용한 건당손해액을 종속변수로 자

용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단일변수인 판매채널만 사용하는 경우. (1) , (2)

기존 요율변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요율변수와 판매채널을 사용하, (3)

는 경우 마일리지를 제외한 기존 요율변수와 신규 요율변수인 판매, (4)

채널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성된다 괄호안은 값이며 은 각각. t , *, **, ***

유의수준 를 의미한다10%, 5%, 1% .

구분 년2013 년2014 년2015 년2016
평균

건당손해액
1,050,683 1,120,780 1,199,171 1,216,507

(1) 온라인 -0.0420*** -0.0350*** -0.0430*** -0.0434***

[17.14] [14.41] [18.17] [18.83]

(2) 마일리지 -0.1256*** -0.0921*** -0.0741*** -0.0698***

[40.79] [32.81] [28.63] [28.97]

(3) 온라인 -0.0316*** -0.0257*** -0.0328*** -0.0290***

[12.71] [10.38] [13.45] [12.21]

마일리지 -0.0664*** -0.0869*** -0.0664*** -0.0632***

[25.08] [30.47] [25.08] [25.58]

(4) 온라인 -0.0444*** -0.0390*** -0.0459*** -0.0423***

[18.02] [15.98] [19.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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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characteristics by distribution channel

as a new rating variables of auto insurance

So, Soonseop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risk

characteristics by distribution channel as a new rating

variable of auto insurance. From 2013 to 2016, the risk

rating by distribution channel was analyzed using personal

line data of all domestic insurer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used the number of claims

and the average loss per claim.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used the existing rate variables and the new variable,

distribution chann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accidents, it was

calculated that the class relativities of online channel is

lower than offline channel, when analyzing the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number of claims univariately. Second, the

online insured is estimated to need more premiums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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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s done by adding the distribution channel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ate variables in multivariate terms.

However, if mileage is excluded from the existing rating

variables, premiums can be discounted for online customers.

Thir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mileage

between online and offline when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customers regarding to mileage and

distribution channels. It is considered that the online

customers selects the mileage o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offline customers. Fourth, in terms of severity of

accidents, online channels showed low risk relativities.

Keywords: auto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 risk

relativities, 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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