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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험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credit information)를 보험계약 승인심사와 보험요율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1970 년 공정거래보고법(FTRA: Fair Trade Reporting 

Act)이 도입된 이후 보험계약 승인 심사시 개인신용보고서의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고, 

해당 주(州)에 따라 신용정보의 활용범위가 상이하긴 하지만 보험요율 산정에 적용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1  또한 2003 년 공명신용거래법(FACTA: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이 발효된 이후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었다.  

    더욱이 2007 년에는 미국 정부부처(즉, Fair Trade Commission)가 직접 나서 보험상품 

요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개인의 신용 수준이 자동차보험요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험신용평점(credit-based insurance score)은 위험(risk)을 예측하는 효과적인 척도이며, 

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접근성(availability) 및 수용성(affectability)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여기서 보험신용평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즉, 과거 연체 또는 파산 

경험, 신용한도소진율, 신규 신용개설을 위한 문의건수 및 신설계좌수, 신용기록, 기타 

신용거래내역 등을 포함)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신용평점을 

잠정(prospective) 또는 계약갱신(renewing) 보험계약자가 향후 일으킬 보험사고 건수 

또는 청구하게 될 총 보험금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신용평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보험신용평점이 개인의 위험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국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경감시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쪽에는 개인의 신용이 

보험리스크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어떠한 확고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 더 나아가 

오히려 특정계층(예컨대, 저소득층, 소수인종그룹 등)의 보험료를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4 

                                            
1 Conning(2001)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보험사의 90% 이상이 보험승인 심사 및 보험요율 산정에 개

인의 신용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Credit-based Insurance Score: Impacts on Consumers of Automobile 

Insurance"(Fair Trade Commission, July 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예컨대, 보험신용평점을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개인이 보유한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여 

심지어 고위험군 소비자에게도 기꺼이 보험상품을 제공(즉, "availability")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보험심사 및 요율산정과정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낮은 보험료를 

부과(“즉.”affectability")할 수 있게 된다. 
4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말에서 2007년초 사이에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시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금융감독원이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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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와 보험사고확률 

및 손해율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를 유형별(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한 후, 그 상관관계에 

있어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의 신용정보(비우량 및 우량)를 

보험승인 심사 및 보험요율 산정에 활용할 경우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예측모형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개인신용정보 및 

보험신용평점과 연관된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데이터와 분석방법론을 

제시한다. 제 IV 장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 및 연구의 한계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은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이다. 

 

II. 선행연구 

 

개인의 신용정보가 개인용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가계성보험(personal lines of insurance)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개인신용정보의 집중 및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

운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

용한 보험신용평점(credit-based insurance scores)의 개발 및 적용이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게는 영업비밀인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

는 관계로 그 동안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표된 분석결과를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극히 제한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자 한다. 

우선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개인의 신용정보가 자동차

보험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미국 의회가 공

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FTC)에 의뢰하여 2007년에 발간한 보고서가 대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FTC(2007)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보험회사들이 소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 승인여부 심사 및 적정 보험요율

을 산정하는 데 있어 보험신용평점(credit-based insurance scores)의 사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보험신용평점은 자동차보험의 사전적 위험인식지표(predictors of risk)로 효과

적이다. 

 보험신용평점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컨대, 보험신

용평점을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개인이 보유한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

여 심지어 고위험군 소비자에게도 기꺼이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또

                                                                                                                                
지화 되었다(한국금융신문,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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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심사 및 요율산정과정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함으로써 결국 소비

자에게 낮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험신용평점은 인종그룹(racial and ethnic groups: non-Hispanic whites, 

Asians, African Americans, Hispanics)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그룹이 지불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표적인 독창적 연구로, Monaghan(2000)은 개인의 신용정보이력이 가계성보험의 

손해율 예측에 유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993 년도(단, calendar year 기준)에 

신규로 가입된 약 17 만건의 가계성보험(개인용자동차보험 및 개인주택소유자보험)을 

대상으로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8 개의 신용정보가 가계성보험의 손해율 예측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정보, 불량공공정보(파산, 세금체납, 민사판결 등), 추심내역, 대출계좌정보, 

최장대출기간내역, 신용조회정보, 회전계좌의 대출한도대비대출금액(즉, 레버리지율), 

회전계좌한도(revolving account limits).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동 기간 동안에 

갱신(renewing)된 계약은 제외되었고, 또한 수 많은 보험사 중 단지 1 개 보험사의 

데이터만를 활용한 관계로 대표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Tillinghast’s Study5 및 Monaghan’s Study)를 토대로 한 연구로, 

Wu&Guszcza(2003)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기법과 다변량예측모형(multivariate 

predictive modeling)을 활용하여 보험신용평점이 손해율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승인여부 심사 및 보험요율 산정에 어느 수준까지의 

신용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5  본 연구는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에서 토의될 목적으로 Fair 

Isaac Company를 대신하여 Tillinghast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신용평점이 개인용자

동차보험과 개인주택소유자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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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1. 데이터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보험데이터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A사의 자동차종

합보험 신규 및 갱신 계약자 정보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신용데이터의 경우는 현재 국내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ompany) 중 최대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 

및 카드이용실적정보 등 소위 우량정보(positive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리아

크레딧뷰로(이하 ‘KCB’)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  

 

(1) 보험데이터 

 

분석대상 보험데이터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간 손해보험 A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신규 및 갱신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 하였으며, 이들 중 동일 계약시점

에 KCB에 등록된 계약자가 보유한 계약 건, 즉 신용정보 분석이 가능한 계약 건 전체를 대

상으로 하였다. 동 기간에 대한 손해보험 A사의 신규 및 갱신 계약자 중 KCB 등록기준 계

약자의 보험계약건수는 총 397,685건, 동 계약 건에 대한 사고발생건수는 총 84,310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KCB의 적용배제사유6에 해당하는 계약자 정보(계약건수: 10,352건, 사

고건수: 2,022건)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 계약건수는 387,343건, 사고건수는 82,288건이

다.  

(2) 신용데이터  

 대출실적정보

(21.3%), 은행연합회(이하 ‘KFB’) 대출정보(18.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9  

 

 

 

분석대상 신용데이터는 KCB가 각 회원사7에 제공하고 있는 신용등급(10등급 체계) 정

보와 약 5000여 개의 CPS8 항목 중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조회정보를 제외

하고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146개 항목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최종 선택된 146개 항목에 대한 정보유형별 개수 및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KCB 연체정보 비중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KCB

                                            
여기서 적용배제사유란 미성년자, 사기거래6 경험자, 정정청구대상정보보유자, 신용거래미흡(6개월 

7 

8 가 및 모형개발시 금융회사의 이용편의를 위해 

9 

미만 최초 개설정보 보유자) 건을 의미한다. 

2009년 4월 현재 KCB는 총90개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업권별로는 은행 11개사, 카드/캐피

탈 22개사, 보험/증권 13개사, 저축은행 40개사, 통신&기타업권 4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CPS(credit profile service)란 개인에 대한 신용평

KCB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요약 정보를 의미한다. 

 KCB는 각 회원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신상정보, 카드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뿐 아니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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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용데이터 정보유형별 개수 및 구성비 

정보유형 구분㈜ 개수 (구성비, %) 

우량정보 

(KCB)  

연체정보      58 (39.7) 

대출실적정보      31 (21.3) 

카드실적정보     13 (8.9) 

신상정보      4 (2.7) 

비우량정보 

(KFB)  

대출정보      27 (18.5) 

개설정보      8 (5.5) 

불량정보      5 (3.4) 

합   계      146 (100.0) 

 

㈜ 정보유형별 신용데이터 

정보유형 구분 주요 세부 신용데이터 

KCB 

연체정보 
최초 연체발생일자, 연체금액, 상환금액 등 
ex) 연체경험여부, 총연체건수, 최근3개월이내연체경험여부 등 

대출실적정보
업종별/거래유형별10 대출일자/금액/잔액/건수, 상환원금 등 
ex) 은행/카드업종신용대출총건수, 최근3개월이내신규한도대출건수 등 

카드실적정보
한도금액,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이용금액, 총미도래잔액 등 
ex) 최근6개월이내월별현금서비스이용금액합계, 현금서비스이용여부 등 

신상정보 
자택 및 직장 주소/전화번호, 직장명, 직업/직위, 연소득 등 
ex) 직업/직위별 평균연소득, 최근1년이내평균연소득 등 

KFB 

대출정보 
업종별/기관별 대출일자/만기일자/대출약정금액 등 
ex) 업종별 대출총금액/총기관수, 최근6개월이내신규대출기관수 등 

개설정보 
업종별/기관별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개설 및 해지일자 등 
ex) 최근6개월이내신용개설기관수, 최근3개월이내신용카드개설기관수,  

총신용카드개설기관수 등 

불량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등 
ex) 최초연체등금융질서문란공공기록특수기록정보발생경험유무 등 

 

 

 

                                                                                                                                
연합회(KFB: Korea Federation of Banks)로부터도 개인정보(개설정보, 대출정보, 불량정보 등)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10 업종은 은행/카드/캐피탈/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통신/기타 업종으로 구분되며, 거래유형

은 만기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한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담보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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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론 
 

(1) 분석과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용위험과 보험사고 간의 상관관계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체 분석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은 차량의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11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그룹별 특징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후 진행되는 모든 분석은 차량 용

도별(이하 ‘보종’)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1단계: 신용등급과 보험사고12와의 상관관계 

• 2단계: 유형별 신용정보와 보험사고와의 상관관계 

• 3단계: 단변량 회귀분석(종속변수: 보험사고발생여부, 설명변수: 개별 신용정보) 

• 4단계: 다변량 회귀분석(종속변수: 보험사고발생여부, 설명변수: 보험정보13 및 신용정보) 

 

   여기서 각 단계별 작업진행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손해보험 A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에 대한 신규 및 갱신 계약 당시 부여된 

KCB의 신용등급(1-10등급) 정보와 보험사고(여기서는 사고빈도 및 손해율)와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보종에 따른 신용등급별 보험사고와의 추이를 분석한다.   

 

(2단계) 신용데이터로 최종 선택된 146개 항목 중 <표 1>의 7개의 정보영역별로 1~2개 항

목을 랜덤 추출한 후 보험사고와의 상관성 여부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사고빈도, 사고심

도, 손해율 등이 각 정보영역을 대표하는 세부항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본다. 아울러 1&2단계의 분석을 통해 3&4단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가장 적합한 종속변

수인 보험사고(즉, 사고빈도 or 손해율)를 결정한다.  

 

(3단계) 종속변수는 보험사고발생여부, 설명변수는 개별 신용정보를 이용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 단계는 개별 신용정보와 보험사고발생확률 간의 상관성 존재여부 

확인 및 4단계의 다변량 분석을 위한 변수선택이 주 목적이다.  

 

(4단계) 종속변수는 보험사고발생여부, 설명변수는 보험정보 및 신용정보를 고려한 다변량 

                                            
11 개인용자동차: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자동차: 개인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개인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 
12 여기서 보험사고란 사고빈도(보험사고발생확률) 또는 손해율을 의미한다. 
13 보험정보란 보험가입경력, 할인할증, 차량연식 정보 등 보험요율 산정시 고려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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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설명변수 선정을 위한 변수선택법으로 단계별 선택법

(stepwise method)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본 단계에서는 ①보험요율 산정요인만을 고려한 경

우와 ②보험정보와 신용정보(비우량 및 우량)를 함께 고려한 경우의 모형을 각각 도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능비교분석을 통해 신용정보활용의 유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2)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univariate) 및 다변량(multivariate)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수 값이 범주형일 때 사

용하는 분석기법으로 범주형 자료 분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다. 예를 들어 양적 설

명변수 X 에 대해서 ( )xπ 를 X 의 값이 x 일 때의 “성공” 확률이라 하면, 이 확률은 이항

분포에 대한 모수이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이 확률의 로짓(logit)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형

식을 가정한다.  

 

( )[ ] ( )
( ) x
x

xxgitlo βα
π

ππ +=⎟⎟
⎠

⎞
⎜⎜
⎝

⎛
−

=
1

log                        (1) 

 

  이 모형은 ( )xπ 가 모양으로 S - x 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지

다

 

스틱 회귀모형 다른 표현 방법  성공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지수함수 

( ) xex =exp 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  

의  은

( )
)exp(1

)exp(
x

xx
βα

βαπ
++

+
=                                 (2)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일반 회귀모형과 같이 여러 개의 설명변수를 갖는 경우로 확장할 

 있다. 즉 위의 경우는 설명변수 X수 가 1개일 때의 모형이며, 이를 개의 설명변수k
( kXXX ,,, 21 L )를 가진 경우로 확장할 경우 다음과 같이 모형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  

 

kk( )[ ] xxxgitlo ββαπ +++= L11                         (3) 

 

( ) { }kk xx
kk

kk

exx
xxx ββαββα

ββαπ +++−+
=

++++
+++

=
LL

L
111

1
)exp(1

)exp(

11

11              (4) 

 

  위 모형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는데, ( )xπ 는 성공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므로 결국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수이고 값이 커지면 ( )xπ 가 커지므로 성공 확률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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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호가 음수이고 절대값이 커지면 ( )xπ 가 작아지므로 성공 확률이 낮아진

 

다.  

( ) { }kk xxπ
+ xe ββα +++−=

1
                           (5) 

IV.  분석결과 

. 신용등급과 보험사고와의  

험 신규 및 계약자의 신용도와 보험사고와의 상관성 존재여부

해 신용도 지표로 해보험 A사의 신규 및 갱신 계약자에 대한 동 

약시점의 KCB 신용등급 정보를 다. 신용등급(최고 1등급에서 최저 10등급으로 

편화된 신용지표로서 신용도 판단에 매우 

요한 척도이다. 따라서 신용도와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신용도가 하락할

반면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과 영업용자동차종합

L111
   

 

 

 

 

1 상관관계

갱신 

는 손

활용하였

보험사고 

. 

 

   본 절에서는 자동차보

를 살펴본다. 이를 위

계

구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보

중

수록, 즉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보험사고의 사고빈도 및 손해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은 보종별(개인용/업무용/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로 신용등급에 따른 사고빈도 및 손해율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분석대상 전체 자동

차종합보험 가입자의 차량 용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개인용 79.2%, 업무용 19.4%, 영업용 

1.3%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종별 신용등급과 보험사고(사고빈도 및 손해율)와의 상관성 존재여부를 살펴보면, <그

림 1>에서와 같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신용도와 보험사고 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등급이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사고빈도 및 

손해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고빈도와 보다 밀접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경우는 신용도와 보험사고 간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진행

되는 모든 분석은 신용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 국한하여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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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종에 따른 신용등급별 사고빈도 및 손해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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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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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2. 유형별 신용정보와 보험사고와의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신규 및 갱신 계약 건의 유형별 신용정보와 보험사고

(즉, 사고빈도 및 손해율)와의 상관성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표 1>과 같이 신

용정보를 정보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을 대표하는 1~2개의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추출

된 신용정보와 보험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1) KCB 연체정보 

 

KCB 연체정보를 대표하는 세부항목으로 ①최근 3개월 이내 연체경험 보유여부 및 ② 

보험계약 당시 총 연체건수를 추출하였다. 먼저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경험 보유 여부에 따

라 보험사고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연체 그룹대비 연체경험 보유 

그룹의 상대손해율이 26.4% 정도 높았다. 연체경험을 보유한 그룹의 사고빈도 또한 무연체 

그룹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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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경험 보유여부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연체 없음 274,178 92.1% 21.5% 73.1% 100.0%

1건 이상 23,496 7.9% 27.0% 92.4% 126.4%

계 297,674 100.0% 21.9% 74.7%   

 

다음으로 보험계약 당시 연체 건 보유개수에 따른 보험사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연체가 1건이라도 있는 그룹이 연체가 없는 그룹에 비해 사고빈도, 손해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체가 있는 그룹 간 비교에 있어서는 연체건수가 늘어날수록 손해

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고빈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보험계약 당시 총 연체건수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연체 없음 288,474 96.9% 21.7% 73.8% 100.0%

1건 7,009 2.4% 27.1% 95.9% 129.9%

2건 이상 2,191 0.7% 24.9% 128.6% 174.3%

계 297,674 100.0% 21.9% 74.7%   

 

 

(2) KCB 대출실적정보 

 

KCB 대출실적정보를 대표하는 세부항목으로 ①카드업종 신용대출 총건수 및 ②최근 3

개월이내 신규 한도대출건수를 추출하였다. 먼저 전체 분석대상 중 카드업종 신용대출을 보

유한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3.8%로 매우 낮은데 반해, 대출보유 여부에 따른 그룹별 손해율

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카드업종 신용대출이 2건 이상인 그룹의 경우 

대출이 없는 그룹에 비해 상대손해율이 무려 134.6%나 높았으며, 1건 보유 그룹 또한 상대

손해율이 대출 무보유 그룹에 비해 10.8%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고빈도의 경우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카드업종 신용대출 총건수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대출 없음 286,210 96.1% 21.8% 74.0% 100.0%

1건 10,167 3.4% 24.3% 82.0% 110.8%

2건 이상 1,297 0.4% 24.3% 173.6% 234.6%

계 297,674 100.0% 21.9%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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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한도대출건수에 따른 보험사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한도대출이 있는 경우 사고빈도,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한도대출건수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대출 없음 291,032 97.8% 21.9% 74.5% 100.0%

1건 이상 6,642 2.2% 22.7% 81.8% 109.7%

계 297,674 100.0% 21.9% 74.7%   

 

 

(3) KCB 카드실적정보 

 

KCB 카드실적정보를 대표하는 세부항목으로 ①최근 6개월 이내 월별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 합계 최고 금액 및 ②보험계약 당시 현금서비스 이용 유무를 추출하였다. 먼저 최근 6

개월 이내 월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합계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실적에 따른 보

험사고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래가 없는 계약자 그룹에 비해 50만원 이하 그룹의 

상대손해율은 12.8%가 높았으며, 50만원 초과 그룹의 상대손해율은 22.1%가 높았다. 사고

빈도 또한 현금서비스 사용금액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근 6개월 이내 월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합계 최고 금액과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거래 없음 248,686 83.5% 21.3% 72.5% 100.0%

50만원 이하 20,586 6.9% 24.8% 81.8% 112.8%

50만원 초과 28,402 9.5% 25.0% 88.5% 122.1%

계 297,674 100.0% 21.9% 74.7%   

 

다음으로 전체 분석대상 중 보험계약 당시 현금서비스 이용 유실적 고객의 비중은 전체 

대비 약 8.9%였으며, 이들 그룹의 손해율은 87.7%였다. 이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그룹과의 상대손해율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유실적 그룹의 상대손해율이 119.5%로 무실적 

그룹에 비해 19.5% 높게 나타났다. 사고빈도 또한 현금서비스 유실적 그룹이 무실적 그룹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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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험계약 당시 현금서비스 이용유무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거래 없음 271,285 91.1% 21.5% 73.4% 100.0%

거래 있음 26,389 8.9% 25.6% 87.7% 119.5%

계 297,674 100.0% 21.9% 74.7%   

 

 

(4) KCB 신상정보 

 

kCB 신상정보를 대표하는 세부항목으로 ①최근 1년 이내 평균연소득을 추출하였다. 전

체 분석대상 중 평균연소득 정보가 존재하는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15.8%였으며, 이들을 대

상으로 평균연소득 2천만원이하 그룹과 2천만원초과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대한 보

험사고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천만원이하 그룹 대비 2천만원초과 그룹의 상대손해율이 

12.5% 낮게 나타났으며, 사고빈도 또한 2천만원초과 그룹이 낮게 나타났다.  

 

<표 8>          최근 1년 이내 평균연소득과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정보 없음 250,635 84.2% 21.6% 75.1% - 

2천만원 이하 17,068 5.7% 23.9% 79.0% 100.0%

2천만원 초과 29,971 10.1% 23.4% 69.1% 87.5%

계 297,674 100.0% 21.9% 74.7%   

 

 

(5) KFB 대출정보 

 

KFB 대출정보를 대표하는 세부항목으로 ①대출 총기관수 및 ②최근 6개월 이내 신규대

출 기관수를 추출하였다. 먼저 대출 총기관수에 따른 보험사고를 살펴본 결과, 대출 총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사고빈도, 손해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출 총기관수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대출 없음 101,252 34.0% 20.3% 69.1% 100.0%

1개 104,239 35.0% 21.5% 74.5% 107.9%

2개 이상 92,183 31.0% 24.2% 80.8% 116.9%

계 297,674 100.0% 21.9%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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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대출 기관수에 따른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신규대출 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사고빈도, 손해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대출 기관수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대출 없음 251,216 84.4% 21.4% 72.5% 100.0%

1개 38,395 12.9% 24.3% 82.4% 113.5%

2개 이상 8,063 2.7% 26.8% 98.4% 135.7%

계 297,674 100.0% 21.9% 74.7%   

 

 

(6) KFB 개설정보 

 

KFB 개설정보를 대표하는 세부항목으로 ①최근 6개월 이내 신용개설 기관수 및 ②최근 

3개월 이내 신용카드 개설 기관수를 추출하였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개설 기관 수가 

늘어날수록 사고빈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손해율은 오히려 별다른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신용개설 기관수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개설 기관수가 1개인 경

우의 상대손해율은 8.7% 낮은 91.3%였으며, 2개 이상인 그룹의 상대손해율은 114.5%로 무

거래 그룹에 비해 14.5%가 높았다.  

 

<표 11>        최근 6개월 이내 신용개설 기관수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개설 없음 244,776 82.2% 21.7% 75.2% 100.0%

1개 40,713 13.7% 22.5% 68.6% 91.3%

2개 이상 12,185 4.1% 23.8% 86.0% 114.5%

계 297,674 100.0% 21.9% 74.7%   

 

다음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카드 개설 기관수에 따른 사고빈도 및 손해율은 앞서 최

근 6개월 이내 신용개설 기관수에 따른 보험사고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즉 신용카드 

개설 기관 수가 1개인 경우 무개설 그룹에 비해 상대손해율이 감소한 반면, 2개 이상인 경

우는 상대손해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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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카드 개설 기관수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개설 없음 267,506 89.9% 21.7% 74.5% 100.0%

1개 24,961 8.4% 23.2% 68.5% 91.9%

2개 이상 5,207 1.7% 25.1% 111.2% 149.2%

계 297,674 100.0% 21.9% 74.7%   

 

 

(7) KFB 불량정보 

 

KFB 불량정보를 대표하는 세부항목으로 ①최초 연체 등 불량정보 유무를 추출하였다. 

먼저 전체 분석대상 중 불량기록을 보유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의 비중은 약 6.6% 

정도로 비교적 적은데 반해, 이들의 사고빈도와 손해율은 불량기록이 없는 계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최초 연체 등 불량정보 유무와 보험사고 

구 분 보험계약자 수 구성비 사고빈도 손해율 상대손해율 

불량기록 없음 278,180 93.4% 21.7% 73.1% 100.0%

불량기록 있음 19,494 6.6% 25.2% 99.0% 135.3%

계 297,674 100.0% 21.9% 74.7%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유형별 신용정보와 보험사고(사고빈도, 손해율)와는 대

체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사고빈도와 보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판명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적합한 종속변수

를 선택하였다. 

  

 

3.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절에서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에 대한 신용도와 보험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단

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신규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유무 정보를 사용하고, 설명변수로는 개별 신용정보(총146개 항목)를 사용하였다. 한편 종속

변수를 손해율이 아닌 사고빈도(즉, 보험사고발생여부)로 사용한 이유는 앞선 두 차례의 분

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요한 신용도 지표인 신용등급 및 유형별 신용정보가 개인용자동

차종합보험의 손해율보다는 사고빈도와 좀 더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 수행될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신용도와 보험사고 간의 상관관계 확인 및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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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1차 변수선택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y βα +=                     (6) 

 

   여기서 종속변수 y 는 보험사고발생여부(0:정상, 1:사고), x 는 개별 신용정보(146개 항

목)를 의미한다. <표 14>에서 보듯이 개별 신용정보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

과 유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미한 정보로 선택된 항목은 총 89개였다. 이는 최초 신용정보

(146개)에 비해 신용정보 선택 비중이 약 39% 감소한 수준인데 반해, 정보유형별 구성비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에서 보듯이 선택된 89개 각 항목에 대한 β 값 추정치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KCB 카드정보 중 2개 항목과 KFB 개설정보 중 2개 항목, 총 4개 항목14을 제외한 85개 항

목의 β 값 추정치는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여기서 β 값 추정치는 보험사고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도를 의미한다. 즉, 동 추정치의 부호가 양이면 보험사고발생확률을 높이는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부호가 음(-)일 경우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β 값 추정치의 방향성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므로 

각 항목별로 실제 보험사고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준은 알 

수 없다. 

 

<표 14>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후 정보유형별 변수선택 개수 

정보유형 
회귀분석 전 회귀분석 후15 

개수 구성비 개수 구성비 

우량정보 

(KCB) 

연체정보 58 39.7% 32 36.0% 

대출실적정보 31 21.2% 19 21.3% 

카드실적정보 13 8.9% 8 9.0% 

신상정보 4 2.7% 1 1.1% 

비우량정보

(KFB) 

대출정보 27 18.5% 17 19.1% 

개설정보 8 5.5% 8 9.0% 

불량정보 5 3.4% 4 4.5% 

총합계 146 100% 89 100% 

 
                                            

β 값이 각각 -0.00000000461,  14 KCB 카드실적정보(2개): 총한도 및 현금서비스한도 소진율. 

-0.00000000403로 음(-)의 부호를 나타내나 그 영향도는 매우 미미하다. 

KFB 개설정보(2개): 최초 및 최근 신용개설일자로부터의 기간.  

신용거래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15 유의수준 0.01을 만족하는 변수만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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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정보유형별 β 값 추정치 방향성 

정보유형 
추정치 방향성 

계 
양(+) 음(-) 

우량정보 

(KCB) 

연체정보 32 0 32 

대출실적정보 19 0 19 

카드실적정보 6 2 8 

신상정보 1 0 1 

비우량정보

(KFB) 

대출정보 17 0 17 

개설정보 6 2 8 

불량정보 4 0 4 

총합계 85 4 89 

 

 

 

4.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절에서는 사용되는 정보영역에 따라 보험사고발생 확률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각 모형

들에 대한 성능비교분석을 통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의 신용도와 보험사고와의 상

관성 여부 및 신용정보활용시 유용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즉, 순수하게 보험정보만을 이용

하여 개발한 예측모형과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개발한 예측모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 봄으로써 신용정보 활용에 따른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1) 분석개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4.3절의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를 일반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kk xxxy βββα ++++= L2211                           (7) 

 

  단변량 로짓모형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 y 는 보험사고발생여부(0:정상, 1:사고)이고, 

유형별로 선정된 총 8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비교분석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3개의 모형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모형개

 비교를 통해 신용정보활용 여부

kxxx ,,, 21 L 는 설명변수로 신용정보를 의미한  설명변수는 단변량 로짓분석에 의해 정보

.  

발에 사용되는 정보영역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각 모형별

다.

에 따른 기대효과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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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형1 – 보험정보(보험요율산정요인)만을 반영한 예측모형 

   • 모형2 – 보험정보+KFB정보(비우량정보)를 반영한 예측모형 

예측모형 

회귀분석에 의해 

차 선택된 89개 항목을 대상으로 정보유형별로 단계별 변수선택법(stepwise method)을 수

   • 모형3 – 보험정보+KFB정보+KCB정보(우량정보)를 반영한 

 

   최적 예측모형 개발시 사용할 신용정보 변수선정을 위해 앞서 단변량 

1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표 16> 참조).  

 

<표 16>          단계별 선택법 전/후 변수항목 선정 비교 

단계별 변수선택 후16 단계별 변수선택 전 
구 분 

개수 구성비(%) 개수 구성비(%) 

우량정보 

(KCB) 

체정보 연 32 36.0% 3 11.1% 

19 21.3% 6 22.2% 대출실적정보 

카  드실적정보 8 9.0% 4 14.9% 

신상정보 1 1.1% 0 0.0% 

비우량정보

(KFB) 

1 1대출정보 7 9.1% 8 29.6% 

개설정보 8 9.0% 5 18.5% 

불량정보 4 4.5% 1 3.7% 

합 계 8 10 2 1 9 0.0% 7 00.0% 

 

 

) 모형분석 

 사용될 신용정보는 앞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초 146개 항목에서 최종 27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보험정보는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하 ‘차종’)는 4개 차종(다인17,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는데, 

반적으로 보험료는 차종별로 차등 산출되므로 차종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더미

                                           

(2

 

   모형분석에

개

보험요율 산정요인을 대상으로 총 6개 항목(보험가입경력, 할인할증, 법규위반, 차량연

식, 차량종류, 운전자연령)을 선정하였다. 

 

가) 모형1 : 보험정보 Only 

 

   보험정보 중 차량종류(이

일

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개별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모형2와 모형3에서도 동일 기

 
16 유의수준 0.01을 만족하는 변수만을 선택하였다. 
17 다인승 차종을 의미하며 7~9인이 탈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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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더미변수 4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정보가 보험사고발생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종 중 다인과 대형을 제외한 후보 항목 7개 전부 매우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각 회귀계수 추정치 부호에 의한 보험사고발생확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경력  : 가입경력기간이 오래될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짐 

• 할인할증    : 할증부과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짐 

짐 

 

<표 

• 법규위반    : 할증대상인 경우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짐 

• 차량연식    : 차량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낮아짐 

• 차량종류    : 중 소형 차량일 경우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낮아

• 운전자연령   :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짐  

17>        모형1 분석결과 - 변수유형, 추정치 및 유의성  

구 분 변수유형 추정치 부호 P-value 

 Intercept -1.8423  <.0001

보험정보 

보험가입경 7 1력 ( 1X ) 0.296 + <.000

법규위반 ( 2X ) + 

차종-중형 -0.0474 - <.0001

차종-소형 ) 

0.1207 <.0001

할인할증 ( 3X ) 0.0926 + <.0001

차량연식 ( ) 4X -0.1793 - <.0001

 ( 5 ) X
 ( 6X -0.1879 - <.0001

연령 ( 7X ) 0.00331 + <.0001

㈜ 법  대한 유의수준은 0.01 기준임.  

 

   따라서 순수하게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1에 의한 보험사고발생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단계별 선택  적용시 진 출입변수에

 보험정보를

)exp(1 z+
)exp( zP =           ) 

 

        (8

where  P : probability of event, 보험사고발생확률 

7654

321

0033.01879.00474.01793.0
0926.01207.02967.08423.1

XXXX
XXX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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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2 : 보험정 정

 

   모형2는 보험정보(총 9개 항목)에 KFB 신용정보(총 14개 항목: 대출정보 8,  5, 

불량정보 1)를 추가 반영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이 총 12개 항목이 보험사고발생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 보험정보는 모형1에서와 동일하며, KFB 정보는 개설정보 4건, 불량정보 1건이 최종 선

의 부호는 앞서 모형1과 동일하며, KFB 정보는 

부 양(+)의 부호를 보여주었다.  

<표 

보+KFB 보(비우량정보) 

 개설정보

1

다

정되었다. 보험정보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

전

• 최근3개월내신용카드개설기관수 : 개설기관수 ↑   ⇒ 보험사고발생확률 ↑ 

• 최초연체등불량정보발생유무   : 불량정보발생시  ⇒ 보험사고발생확률 ↑ 

• 대출총기관수          : 대출총기관수 ↑  ⇒ 보험사고발생확률 ↑ 

• 최근6개월내할부금융업권신규대출기관수 : 대출기관수 ↑ ⇒ 보험사고발생확률 ↑ 

• 하위업권대출총기관수      : 대출총기관수 ↑ ⇒ 보험사고발생확률 ↑ 

 

18>        모형2 분석결과 - 변수유형, 추정치 및 유의성 

구 분 변수  유형 추정치 부호 P-value

 Intercept -1.9416 - <.0001

보험가입경력 ( 1X ) 0.3129 + <.0001

법규위반 ( 2X ) 0.113 + 

보험 

정보 

<.0001

할인할증 ) 0.0897 + <.0001

- <.0001

차종-중형 ) 

) 

0

KFB 

정보 

 

신용카드개설기관수 ( 0

 ( 3X
차량연식 ( 4X ) -0.1752

 ( 5X -0.0474 - <.0001

차종-소형 ( 6X -0.1809 - <.0001

연령 ( 7X ) .00362 + <.0001

최근 3 개월내 8X ) .0395 + 0.0011

최초연체 량정보발생유무 ) 0.134 + <.0001

대출총기관수 ) 

할부금융업권신규대출기관수 (

총기관수 ) 0.1041 + <.0001

등불  ( 9X
 ( 10X 0.0408 + <.0001

최근 6 개월내 11X ) 0.0847 + 0.0002

하위업권대출  ( 12X
㈜ 단계별 선택법 적용시 진 출입변수에 대한 유의수준은 0.01 기준임

 

   따라서 모형2에 의한 보험사고발생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다. 

 

.  

할 수 있   

)exp(1
)exp(
z

zP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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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here  : probability o  event, 보험사고발생확률 f

12X1

865

4321

41
950036.01809.00474.0

1752.00897.0113.03129.0
9416.1

X
XXX

XXXX
z

⋅
⋅+⋅−⋅−

⋅−⋅+⋅+⋅+
−

1 10.0+109 0847.00408.0134.0 XX ⋅+⋅+⋅+
7 03.0+ X⋅

=

 

 

 회귀분석을 

행하였으며, KCB 정보 중 13개 항목(연체정보 3, 대출정보 6, 카드정보 4)이 최종 분석대

상에 포함되었다. 즉, 보험정보와 신용정보(KCB

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19>에서와 같이 총 13개 항목이 최종 선정되었다. 보험정보는 

모형1&2에서와 동일하며, KFB 정보는 모형2의 기존 5개에서 2개 항목이 제외된 반면에 대

신 KCB정보가 3 었 와 동일하게 모두 양(+)

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 총이용잔액합(KCB정보) : 카드이용잔액이 많을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짐 

• 연체총건수(KCB정보)  : 연체건수가 많을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짐 

• 대출총건수(KCB정보)  : 대출건수가 많을수록 보험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짐 

유의성 

다) 모형3 : 보험정보+KFB정보(비우량정보)+KCB정보(우량정보) 

 

   모형3은 보험정보와 KFB정보에 KCB정보를 추가 반영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수

+KFB)를 포함한 총 34개 항목을 대상으로 

 

개 추가되 다. 신용정보의 회귀계수 부호는 모형2

 

<표 19>        모형3 분석결과 - 변수유형, 추정치 및 

구분 변수명 추정치 부호 P-value

 Intercept -1.9241  <.0001

보험정보 

보험가입경력 ( 1X ) 0.3141 + <.0001

법규위반 ( 2X ) 0.1101 + <.0001

할인할증 ( 3X ) 0.0885 + <.0001

차량연식 ( 4X ) -0.1806 - <.0001

차종-중형 ( 5X ) -0.0439 - 0.0003

차종-소형 ( 6X ) -0.1777 - <.0001

001

신용정보 

<.0001

연령 ( 7X ) 0.00361 + <.0

KCB : 총이용잔액합 ( 8X ) 0.000016 + 
KFB : 최근 3 개월신용카드개설기관수 ( 9X ) 0.0475 + <.0001

KCB : 연체총건수 ) 0.0188 + <.0001

+ <.0001

KCB : 대출총건수 

업권대출총기관수 ) + 

 ( 10X
(KCB+KFB) 

KFB : 최초연체등불량정보발생유무 ( X ) 0.155911

( 12X ) 0.016 + <.0001

KFB : 하위  ( 13X 0.1349 <.0001

 

㈜ 법 수  대한 유의수준은 0.01 기준임. 단계별 선택  적용시 진 출입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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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모형3에 의한 발생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보험사고

)exp(1
)exp(
z

zP
+

=                ) 

 

where  

    (10

P : probability of event, 보험사고발생확률 

13

1198

7654

321

1349.0016.0
5590188.00475.000002.0

0037.01777.00439.01806.0
0.01101.03141.09241.1

XX
XXX

XXXX
XXz

⋅+⋅+
⋅+⋅+⋅+

⋅+⋅−⋅−⋅−

12

10 1.0+

885 X

X⋅

⋅+⋅+⋅+−=

 

 

 

(3) 적중률(hit r 을 이용한 모형별 비교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적중률(이하  개념

하였다. 여기서 률  의해 분류  건의  

의미하며 18 , 일 가 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할 수 있 t 

Ratio는 이벤트  따라 예측모형에 의한 1승  건 중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2거절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 경우로 구분할 수 , 동 한 H  

나타날 수 있다. 즉, 동일 

it Ratio 하에서의 모형별 비교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승인된 건의 무사고확률이 높고 손해

동 모형의 예측력이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동일한 Hit 

Ratio 하에서 다음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

 

• 예측모형에 의한 승인 건의 무사고확률  거절 건에 대한 사고발생확률 비교  

• 예측모형에 인 

 

아래 <표 20>은 동일한 Hit Ratio 하에서 모형별 성능비교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별 비교를 위해 Hit Ratio를 임의로 설정하였는데, 최소 60%부터 최대 75%까지 5% 

                                           

atio)

앞에서 분석된 모형의 ‘Hit Ratio’)의 을 도입

 Hit Ratio란 전체 분석대상 중 예측확 에 정확히 된  비율을

반적으로 Hit Ratio 높  높다고  다. Hi

 유형에 인

건 중 한  있는데 일 it Ratio

하에서 모형별로 이벤트 유형별 확률 및 손해율 수준이 다르게 

H

율이 낮을수록, 거절된 건의 사고발생확률이 높고 손해율이 높을수록 

타

형별 성능을 비교하였다. 

및

 의한 승 건과 거절 건에 대한 손해율 비교  

 
 적중률(Hit Ratio, %) = (A+D) / (A+B+C+D) *100  

1승인 건의 무사고확률(%) = A / (A+B)*100, 2거절 건의 사고발생확률(%) = D / (C+D)*100 

18

  
실제 보험사고발생유무 

구 분 
사고無 사고有 

승인 A건 B건 
모형예측 

D건 거절 C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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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구분하였다.  

 

<표 20>    Hit Ratio 수준에 따른 모형별 무사고/사고발생 확률 및 손해율 비교 

모형 Hit Ratio 
무사고 및 사고발생 확률19 손해율 

승인 건: 사고無 거절 건: 사고有 승인 건 거절 건 

 

60% 

모형 1 84.43% 21.78% 76.87% 72.83%

모형 2 84.55% 21.93% 75.39% 74.11%

모형 3 84.59% 21.99% 74.53% 74.86%

 

65% 

모형 1 83.99% 22.44% 75.94% 73.19%

모형 2 84.08% 22.59% 74.13% 75.42%

모형 3 84.15% 22.72% 73.44% 76.26%

 모형 1 83.49% 23.15% 74.73% 74

70% 

.67%

모형 2 83.63% 23.53% 73.60% 76.77%

모형 3 83.68% 23.67% 73.66% 76.64%

 

75% 

모형 1 83.01% 24.37% 74.30% 76.01%

모형 2 83.10% 24.76% 72.86% 80.71%

모형 3 83.14% 24.95% 72.63% 81.44%

 

 

가) 모형2

 

먼저 순수 보험 이용한 모형 정보에 비 정보  반

2 간 교분석 간략히 정리 와 같다.  비 과  

모든 면에서 모형 1보다 상대적 능이 우수  나

 

•  Hit Ra 서 예측모형 승인된 건 확률 2가 , 

모형2의 승 측률이 모형 수함 

• 동일 Hit R 서 예측모형  거절된 건 발생 형 . 

모형2의 예측률이 모  우수함 

• 동일 Hit Ratio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승인된 건의 손해율은 모형2가 모형1보다 낮

다 높았음. 즉, 모형2의 성능이 모형1보

e it Ratio 75 서 승인 손해율은 각각 모형1 74.3%, 모형2 72.86%

로 량 신용정보 활용시 %의 손해율 감소효과가 발생함. 또한 거절 건

                                           

 모형1 vs  

정보만 1과 보험 우량 신용 를 추가 영한 모형

의 비 결과를 하면 아래 종합적인 교분석 결 에 따르면

2가 모형 으로 성 한 것으로 타났다.  

 동일 tio 하에 에 의해 의 무사고 은 모형 높음. 즉

인 건 예 1보다 우

atio 하에 에 의해 의 사고 확률은 모 2가 높음

즉,  거절 건 형1보다

았으며, 거절 건의 손해율은 모형2가 모형1보

다 우수함 

x) H % 하에  건의 

, 비우 1.44

 
19 ‘승인 건: 사고無’ : 예측모형에 의한 승인 건의 무사고확률 

‘거절 건: 사고有’ : 예측모형에 의한 거절 건의 사고발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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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 각각 모형1 76.01%, 모형2 80. 비우량 보 

전거 4.70%의 손 소효과가 로 

 

나) 모형1 vs 모형

  다음은 모형1과 모형2에 우량 신용정보를 추가 반영한 모형3 간의 비교분석 결과를 간

 같다. 종합적인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면에서 모형3이 모형1

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높음 

• 동일 Hit Ratio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승인된 건의 손해율은 모형1보다 모형3이 낮

해율 감소효과가 발생함. 또한 거절 

 

   앞서 

한 모형의 성

냈다. 또한 <

형2와 모형3 반면에, 

 외의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모형3이 모형2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합해보면 보험정보만 이용한 모형보다 신용정보를 함께 고려한 모형의 

능이 좀더 우수하였으며, 신용정보 중에서도 비우량정보와 우량정보를 함께 반영한 모형3

) 모형별 승인율(acceptance rate)에 따른 보험사고 비교 

 

   앞 보

를 반

이는 모

관점에  승인율(acceptance rate)을 기준으로 한 사고발생확률 

및 손해율

해율은 71%로,  신용정 활용시 사

절을 통해 해율 감 있는 것으 나타남 

3 

 

 

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보

• 동일 Hit Ratio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승인된 건의 무사고확률은 모형3이 높음 

• 동일 Hit Ratio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한 거절 건의 사고발생확률은 모형3

았으며, 거절 건의 손해율은 모형3이 모형1보다 높았음. 즉, 모형3의 성능이 모형1보

다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음 

ex) Hit Ratio 75% 하에서 승인 건의 손해율은 각각 모형1 74.3%, 모형3 72.63%

로, 비우량 및 우량 정보 활용시 1.67% 손

건의 손해율은 각각 모형1 76.01%, 모형3 81.44%로 비우량 및 우량 정보 활

용시 사전거절을 통해 5.43%의 손해율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두 가지의 비교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정보에 신용정보를 함께 반영

능이 순수하게 보험정보만을 반영한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

표 20>의 모형2와 모형3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Hit Ratio 70%에서 모

의 손해율 간 역전현상이 나타나긴 하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그

   이상의 결과를 종

성

의 성능이 비우량정보만을 반영한 모형2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4

서 Hit Ratio 수준에 따른 모형별 성능비교를 통해 동일한 Hit Ratio 하에서 신용정

영한 모형이 보험정보만 반영한 모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의 전통적인 성능비교 분석방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절에서는 언더라이팅 

서의 모형별 성능비교를 위해

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승인율이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신규 및 갱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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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예

금씩 차이가 

합보험의 경우  점을 

안하여 승인율을 최대 90%부터 최소 60%까지 10% 단위로 설정하였다.20 모형비교 순서

  아래 <표 21>은 순수 보험정보만 반영한 모형1과 보험정보와 더불어 비우량정보를 추

, 두 모형에 대한 비교결과는 다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적인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형2의 성능이 

1에 비해 상

대적으로 우수함 

.5%, 모형2 22.7%로, 비우

해율은 각각 모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측모형의 결과 값에 의한 승인비율을 의미한다. 승인율은 경기상황에 따라 조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승인율 적용기준을 설정하였다. 특히 개인용자동차종

 언더라이팅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감

는 모형개발시 반영된 정보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순수 보험정보에 

신용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기대되는 모형의 예측력 개선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 모형1(보험정보)  vs 모형2(보험정보+비우량정보) 비교  

• 모형1(보험정보)  vs 모형3(보험정보+ 비우량정보+우량정보) 비교  

• 모형2(보험정보+비우량정보)  vs 모형3(보험정보+비우량정보+우량정보) 비교  

 

가) 모형1 vs 모형2 

 

 

가 고려한 모형2 간의 승인율별 모형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음

모형1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 승인율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승인된 건에 대한 사고발생확률과 손해율은 모

형2가 모형1보다 낮은 수준임. 즉, 승인 건에 대한 모형2의 성능이 모형1에 비해 상

대적으로 우수함 

ex) 승인율 70% 하에서 사고발생확률은 각각 모형1 16.1%, 모형2 16.0%로, 비우

량정보 활용시 0.1%의 사고발생확률 감소효과가 있음. 또한 손해율은 각각 모

형1 75.8%, 모형2 74.1%로, 비우량정보 활용시 1.7%의 손해율 감소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승인율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거절된 건에 대한 사고발생확률과 손해율은 모

형2가 모형1보다 높은 수준임. 즉, 거절 건에 대한 모형2의 성능이 모형

ex) 승인율 70% 하에서 사고발생확률은 각각 모형1 22

량정보 활용시 0.2%의 사고발생확률 감소효과가 있음. 또한 손

형1 73.4%, 모형2 75.5%로, 비우량정보 활용시 2.1%의 손해율 감소효과가 

 

 
20 참고로 승인율은 거절율(rejection rate)로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승인율(높음→낮음) 순대로 각각

10%, 20%, 30%, 40%의 거절율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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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승인율21에 따른 모형별 사고발생확률 및 손해율 비교(모형1 vs 모형2) 

승인율 분석대상 
사고발생확률 손해율 Gap 비교(=모형 2-모형 1)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사고발생확률 손해율 

60% 
75.1% -0.1% -1.9%승인(60%) 15.5% 15.4% 77.0%

거절(40%) 21.7% 21.9% 72.8% 74.4% 0.2% 1.6%

70% 
승인(70%) 16.1% 16.0% 75.8% 74.1% -0.1% -1.7%

거절(30%) 22.5% 22.7% 4% 75.5% 0.2% 2.1%73.

80% 
16.6% 16.5% 74.3% 73.6% -0.1% -0.7%승인(80%) 

거절(20%) 23.4% 23.9% 75.6% 77.1% 0.5% 1.5%

90% 
승인(90%) 0.0% 17.2% 17.2% 73.6% 72.7% -1.1%

거절(10%) 25.0% 25.4% 79.5% 83.7% 0.4% 4.2%

 

 

나) 모형1 vs 모형3 

 

   아래 <표 22>는 모형1과 보험정보와 더불어 비우량정보 및 우량정보를 모두 반영한 모

형3 간에 승인율별 모형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두 모형에 대한 성능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적인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형3의 성능이 모형1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 승인율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승인된 건에 대한 사고발생확률과 손해율은 모

가  낮은 수준임. 즉, 승인 건에 대한 모형2의 성능이 모형1에 비해 상

대적으로 우수함 

ex % 사 률  모 .1%, 모 9%로

용시  확 효 음. 또한 은 각

, 모 .4 우 활 4%의 손 소효과

나

서  거 에 해율

형3가  높 임 절 한 의 성능이 에 비

대적

ex % 사 률  모 .5%, 모형 8%로,

량정보 활용시 0.3%의 사고발생확률 감소효과가 있음. 또한 손해율은 각각 모

                                           

형3  모형1보다

) 승인율 70 하에서 고발생확 은 각각 형1 16 형3 15. , 비우

량정보 활  0.2%의 사고발생 률 감소 과가 있  손해율 각 모

형1 75.8% 형2 73 %로, 비 량정보 용시 2. 해율 감 가 있

는 것으로 타남 

• 동일 승인율 하에  예측모형에 의해 절된 건  대한 사고발생확률과 손 은 모

 모형1보다 은 수준 . 즉, 거 건에 대  모형2  모형1 해 상

으로 우수함 

) 승인율 70 하에서 고발생확 은 각각 형1 22 3 22.  비우

 
21 단, 설정된 승인율 수준과 승인 건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설정된 승인율 

수준에 해당하는 계약의 사고발생예측확률과 동 승인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사고발생예측확률이 동

일할 경우, 해당 계약 건을 거절 건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런 경우 설정된 승인율보다 약

간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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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1 73.4%, 모형2 76.4%로, 비우량정보 활용시 3.0%의 손해율 감소효과가 있

로 나타남 

 

는 것으

<표 22>    승인율에 따른 모형별 사고발생확률 및 손해율 비교(모형1 vs 모형3) 

승인율 분석대상 
사고발생확률 손해율 Gap 비교(=모형 3-모형 1) 

모형 1 모형 3 모형 1 모형 3 사고발생확률 손해율 

60% 
77.0% 74.5% -0.1% -2.5%승인(60%) 15.5% 15.4%

거절(40%) 21.7% 21.9% 72.8% 74.9% 0.2% 2.1%

70% 
승인(70%) 16.1% 15.9% 75.8% 73.4% -0.2% -2.4%

거절(30%) 22.5% 22.8% 73.4% 76.4% 0.3% 3.1%

80% 
16.6% 16.5% 74.3% 73.3% -0.1% -1.0%승인(80%) 

거절(20%) 23.4% 23.9% 75.6% 77.8% 0.5% 2.2%

90% 
승인(90%) 17.3% 17.2% 73.6% 73.0% -0.1% -0.4%

거절(10%) 25.0% 25.5% 79.5% 82.7% 0.5% 3.2%

 

 

다) 모형 s 모형

 

   아래 <표 23>는 보험정보에 비우량정보를 반영한 모형2와 보험정보에 비우량 및 우량정

보를 모두 반영한 모형3 간의 승인율에 따른 모형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동일 승인율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승인된 건에 대한 사고발생확률은 두 모형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손해율 감소 측면에 있어서는 모형3이 모형2에 비

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일 승인율 하에서 예측모형에 의해 거

절된 건에 대한 사고발생확률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손해율 감소 측면

에 체 승인율 90% 하에서는 역전현상 발생)으로 모형3이 모형2에 비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따 별 생확 손 교(모형2 3) 

2 v 3 

서는 대 적으로(단, 

  승인율에 른 모형  사고발 률 및 해율 비 vs 모형

승  인율 분석대상 
사고발생확률 손해율 Gap 비 3-모교(=모형 형 2) 

모형 2 모형 3 모형 2 모형 3 사고발생확률 손해율 

60% 
승인(60%) 15.4% 15.4% 75.1% 74.5% 0.0% -0.6%

거절(40%) 21.9% 21.9% 74.4% 74.9% 0.0% 0.5%

70% 
승인(70%) 16.0% 15.9% 74.1% 73.4% -0.1% -0.7%

거절(30%) 22.7% 22.8% 75.5% 76.4% 0.1% 0.9%

80% 승인(80%) 16.5% 16.5% 73.6% 73.3% 0.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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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20%) 23.9% 23.9% 77.1% 77.8% 0.0% 0.7%

90% 
승인(90%) 17.2% 17.2% 72.7% 73.0% 0.0% 0.3%

거절(10%) 25.4% 25.5% 83.7% 82.7% 0.1% -1.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일 승인율 하에서 모형의 예측력은 ‘모형1 < 모형2 < 

모형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순수 보험정보만 이용했을 때보다 신용정보를 함께 고려했을 

경우 모형의 예측력이 좀 더 나아지며, 또한 비우량정보만 이용했을 때보다 우량정보를 함

께 고려했을 때 모형의 성능이 보다 우수해짐을 알 수 있었다.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특정기간 A 사 자 합  갱  

건만을 대상 분석 하 문 간 인용자동차 험 신

객 인 가 석 어 했다는 한 쉬움

다.22 즉, 이  건  데 수 하  연구에 한 약

을 여  재판정한 후 인된 대 형별 사고발생확률 및

율 비교분석 료수 지급보험금 증 따른 험사의 률 

석 통해 한  성능   것이 더 나아가 과는

해보험사의  위한 있을 것으로 .  

구에서 인용자 신규 신  신용도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담보종목별23로 좀 더 세분하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자기 자신의 

 

향후  

                                         

동안의 손해보험  개인용 동차종 보험의 신규 및 신 계약

으로 모든 을 진행 였기 때 에 동 기  내 개 종합보 청 고

 중 승 이 거절된 건에 대한 추 적인 분 이 이루 지지 못 계와 아 이 있

들 승인거절 에 대한 이터 입 가 가능 다면 본 서 제시 식모형

 적용하  승인여부를 , 재승  건에 한 1모  손해

 및 2보험 입 및 감에  손해보 기대수익 비교분

 등을  보다 상세  모형별 비교가 가능할 다. 동 분석결  손

 승인심사전략 개선을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기대된다

본 연 는 개 동차종합보험  및 갱 계약자의 와 보험사고 간에

매우 

살펴볼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간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의 신용도

와 보험사고 간의 상관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

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추가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해지려면 자동차종합보험 신청시 승인거절 건에 대한 신청정보 및 보험사고정

보

험사고정보는 손해보험사 간 보험사고발생 공유 않는 한 정보수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1) 타인의 피해 보상: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피보험자의 피해 보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22

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해당 정보의 수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승인거절 건에 대한 보

정보가 되지 

볼 수 있다. 
23 담보종목은 보상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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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 

본 연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지표인 신용등급과 보험사고(사고빈도 및 손해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

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이들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개별 신용정보와 보험사고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개별 신용정보가 보험사고

(사고빈도 및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보험사고발생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단변량 분석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에서 활용 

중인 총 146개 설명변수 중 추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활용 가능한 변수 89개를 일

단 선정하였다. 

넷째, 먼저 단계별 변수선택법을 활용하여 최종 27개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순수 보험정보(보험요율 산정요인)만을 이용한 모형1과 모형1에 비우량 신용정보를 추가 고

려한 모형2, 모형2에 우량 신용정보까지 고려한 모형3을 각각 개발한 후, 모형별 Hit Ratio

와 승인율에 따른 보험사고발생확률 및 손해율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형의 예측력은 ‘모형3 > 모형2 > 모형1’ 순에 따라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순수 보험정보만 고려한 경우보다는 비우량 신용정보를 추가로 고려한 모

형의 예측력이 좀더 우수하며, 여기에 우량 신용정보까지 추가 반영할 경우 모형의 예측력

이 가장 우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형의 예측력 향상은 보험사고발생확률 감소 및 

손해율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손해보험사에게 비용절감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결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보험계약 승인 심사시 보험신용평점, 개인신용보고

서 등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

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사고

발생확률 및 손해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보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사고확률 및 손해율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관점(예컨대, Hit Ratio, 승인율 등)에서 모형의 성능을 비교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데이터와 국

내 최대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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