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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버(burr)분포, 와이블(weibull)분포, 그리고 정규분포)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모형하에서 적절한 임계치를 선정하고 발생 가능한 극단적인 손실
을 계산하여 보험회사의 적정 보유수준과 함께 보유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의 전가에
대한 비비례재보험(즉,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책
임지는 방식)의 순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태풍피해액을 평가하고
위험전가에 대한 적정가격 결정, 정부 지원수준 등 대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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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태풍1)과 같은 거대재해는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의 정확한 추정이 불가하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
쳐 동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연계성으로 인해 시장자율에 의한 위험분산 체계
구축이 쉽지 않으며, 국가재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영 보험사의 보유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전가 부분에 대한 순보험료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태풍 관련 정책 개발 및 재보험료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산업발달에 따른 경제력 집중 현상에 따라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는 시간
1)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 중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일반적으로 17m/sec 이상인 폭풍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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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함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피해규모가 큰 상위 10
개 태풍 중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에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엔 5개가
발생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태풍피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풍
백서, 2011)
본 논문의 첫 번째 이슈는 태풍피해액의 예측이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태
풍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근년에 들어 증가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
자료 만을 이용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태풍피해액의 정확
한 예측은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도 태풍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서부터 적정수
준의 보유와 위험분산을 위한 (재)보험료 산정에 필수적 요인이다. 피해액 추
정과 함께 위험분산에 필요한 재보험가격의 합리적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적극적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산업화 진전에 따라 경제력의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찰된
경험실적을 이용하여 태풍 피해액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통계적 기
법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액 변동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극단치이론을 이용함으로써 과거 태풍 피해액의 극단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년~30년의 중기적 자료를 이용해서 관찰
이 불가한 훨씬 더 큰 규모의 피해액 발생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높은 임계치를 초과하는 극단치에 대해 일반화된 파레토(Generalized
Pareto, GP)분포를 적용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태풍피해액의 미래 예측과 관련된 일차적인 작업은 주어진 자료를 잘 묘사할
수 있는 모수 모형을 찾는 것이다. 차재형·이재원(2000)은 연간 태풍피해액(즉,
손해액) 자료를 분석하여 로그-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한 가
지 아쉬운 것은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나 버 분포 등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는 점이다. 태풍을 주제로 삼은 해외 연구로는 중국 절강성 지방의 태풍피해액
을 분석한 Yue et al.(2016)은 해당 자료가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따르는 것
으로 결론지었다. 미국 허리케인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액을 복합 포아송 분포
로 설명한 Katz(2002)의 연구도 눈에 띄는 작업이다. 반면에, Dey and
Das(2016)은 미국 허리케인 피해액 자료를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로 모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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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룰 두 번째 이슈는 태풍 피해에 대한 국가재보험의 순보험료
추정이다. 현행 풍수해보험의 경우 민간보험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나, 만약 예기치 않은 대규
모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간보험회사의 담보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위험분산체
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태풍과 같은 거대위험의 특성상 시장원
리에 의존한 해결은 쉽지 않으며, 국가재보험제도를 통한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동호(2005), 이진수·김미혜(2014))
국가재보험은 정부가 위험분산에 적극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을 인
수하는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재보험 제도가 도입, 운영 중에 있다.
거대재해에 기인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율에 대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하게 되면, 거대위험 발생 시 민간보험회사가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을 국가가
인수하여 선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위
험분산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인 태풍 피해액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극단치들이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따른다는 이론적 기반위에 실제 자료를 분석하여 재보
험료(reinsurance premium)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계치의 선정 및 극단치들이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따를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재보험의 순보험료 산정을 시도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된 Yue
et al.(2016)를 포함하여 Shehi and Muja(2015)는 알바니아 화재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통해 재보험료를 계산한다. 이근창·조재훈
(2016)은 환경오염 배상액에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적용시켜 초과손해율 재
보험료를 계산하고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McNeil(1997)은 덴마크
화재보험 손해액 자료를 가지고 구간별 초과손해액 재보험료 산정을 시도했으
며 김무환·권순일(2016)은 한국의 화재보험 손해액 자료에 McNeil(1997)의 방
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Beirlant et al.(2001)는 노르웨이 화
재보험 손해액 자료를 바탕으로 초과손해액 재보험료 계산을 3가지 방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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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POT 방법, 회귀방정식)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장에서는 극단치이론을 활용한 초과
손해율 재보험료 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자료 분석,
4장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재보험료를 계산해보고, 그리고 5장에서 결
론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2. 극단치모형과 재보험료 산정
무작위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일련의 독립된 사건, 의 실현된 값들인 손해
액자료를 ,     …  라고 하자. 는 확률분포함수 를 따르고 그 생존
함수는 
        로 정의된다. 순서통계량  ≤…≤ 으로부터 실
현된 값들인 순서자료는  ≤  ≤…≤ 으로 나타난다. 확률변수  의
평균이 유한할 때, 임계치 를 상회하는 초과 보험청구액의 기댓값은  의
평균초과함수(mean

excess

function)로

일컫어진다

:

             .
평균초과함수의 다른 표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계값 가 의 오른쪽
끝점보다 작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1)

여기서      는 지시함수이다. 식 (1)의 분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식
(2)로 전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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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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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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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비니 정

=



∞

    

(2)



따라서, 평균초과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3)

초과손해율 재보험 계약에서 재보험사는 주어진 한도를 초과하는 총보험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닌다. 보유한도(  ) 하에서 총손해액(  )이 보유한도보다
작으면 재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총손해액이 보유한
도보다 크다면 재보험사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보험사가 지급해
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max      

 

≤


(4)

주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재보험의 순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이다.
초과손해율(stop-loss) 재보험의 순보험료는 재보험사가 피해 발생 시에 지급
하게 될 보험금의 댓가로 받는 반대급부이다.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초과손해액
의 평균값이 바로 재보험의 순보험료(    )이다 :

      



∞

    

(5)



따라서, 재보험의 순보험료를 구하는데 평균초과함수를 이용하면 순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이기 때문에        
  이다. (Beirlant, et
    
al. 2004)
확률변수  … 로부터 높은 임계치 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  으로
표시하자. 여기서,  는 임계치 를 초과하는 의 개수를 나타낸다. 확률변
수  의 극단치 확률분포함수와 관련 생존함수는 식 (6)의 관계로 정리된다
(여기서,  는 초과손해 확률분포함수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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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6)

일반화된 파레토분포의 생존함수는 정의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형태모수()
가 실수이고 스케일 모수가 양일 때, (즉,   ) 일반화된 파레토분포의 생
존함수는 식 (7)로 표시된다 :

   


     

  




 



if ≠

여기서,

if 

≥
if ≥


≤≤   if  

(7)

Balkema, and de Haan(1974)의 정리를 이용하면, 높은 임계치 에 대해 다
  . 임계치(), 형태모수(), 그리고
   ≈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가 극단치 자료로부터 추정되었을 때, 그 추정치들은 임계치 에 의
존하게 된다.

    )하기 위
식 (6)에 따라  확률분포함수의 오른쪽 꼬리부분을 추정( 
해서는 두 개의 구성요소를 필요로한다 :    의 생존함수( 
  )는 전체 관
측치의 수에 대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극단치 개수의 비율로 추정할 수
있다.


 





       .

 




즉,

또

다른

구성요소는


   ≈ 
    근사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된  확률분포

    )는 식 (8)로 표현된다 :
함수( 





       






 




(8)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일반화된 파레토분포의 표본 평균초과함수를 이용하여
임계치()를 초과하는 보유한도(  )에 대한 초과손해율 재보험의 순보험료
를 식 (9)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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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자료분석
3.1 태풍 피해액 자료
태풍피해액 자료는 재해연보, 한국태풍80년보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2010
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된다. 자료의 범위는 1958년부터 2015년까지 걸쳐있
으나 연간 피해액 관측치 수는 47개이다. 실제 연도보다 관측치 수가 적은 이
유는 1988년과 2009년의 경우처럼 태풍이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았거나 태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없었거나 공식적인
피해액 집계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된다. 태풍피해액 집계 또는 조정 과정상의
문제를 회피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태풍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
다고 판단하여 그 피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그림 1>은 조정된 연간 태풍 피해액 시계열 자료(1958-2015년)를 나타낸다.
그래프 상으로는 어떤 추세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자료는 2010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GDP 디플레이트가 사용되었다. 주어진 자료의
정상성(stationarity)을 점검하기 위해 디키-풀러 검정 결과2)를 살펴보면, 5%
유의수준에서 p값이 0.0000으로 나타나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게 된다. 즉, 주어진 자료는 정상성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기상
관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융-박스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어느 시차에서도
시계열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시차가 1일 경우 p-값이 0.104이며,
시차가 증가할수록 해당 p-값이 증가하고 있다.

2) 단위근검정을 위한 디키-풀러 검정통계량은 –5.974이며 유의수준 5%에서의 임계값(critical value)이
–2.944임.

- 7 -

<그림 1> 조정된 연도별 태풍피해액 (2010년 기준), 1958-2015

<그림 2-a>는 태풍 피해액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주어진 자료가 두터운
꼬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b>는 주어진 자료에 여러
확률분포함수들을 대비시킨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적합도를 시각
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히스토그램과 확률분포함수

<2-a 히스토그램>

<2-b 확률분포함수>

<표 1>은 태풍피해액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과거 58년 동안 47개의 연간
자료 관측치가 분석대상이다. 물가변동이 반영된 연간 태풍피해액은 한 쪽으로
기울어진 분포를 가진다. 왜도의 추정치가 양(+)이어서 중앙값이 표본평균보다
작으며 그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첨도는 3을 초과하여 정규분포
보다 더 뾰족한 정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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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정된 태풍피해액의 기술통계량, 1958-2015
(원자료 단위: 십억원)
피해액

관측치 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원자료

47

655

156

1581

3.58

15.0

로그변환

47

4.70

5.05

2.16

-0.26

2.48

3.2 확률분포의 결정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모형 속에 특정 모수를 포함시켜야하는지 말아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도비(LR)검정을 실시한다(Coles, 2001). 이 우도비검정
은 내포모형(nested model)을 비교할 때에만 타당하다. 즉, 한 모형의 모수들
은 비교되는 모형의 부분집합 이어야한다. 일반화된 파레토분포와 지수분포(형
태모수가 0인 경우)를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한다. <표 2>에 나타난 우도비검
정통계량의 p값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유의수준인 0.05보다 훨씬 작아서 주
어진 자료를 설명하는 데는 지수분포보다 일반화된 파레토분포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도비검정 결과
임계치
15

스케일

형태

301.99 (87.99) 0.71 (0.26)

우도비 통계량 우도비검정 p-값
23.95

0.0000

주: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또한 콜모고로프-스미노프(KS)와 크래머-미제스(CvM), 그리고 앤더슨-달링
(AD) 통계량에 기초한 적합도검정3) 결과(<표 3>)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
반화된 파레토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다른 분포들(즉, 감마, 파레토, 로그
정규, 와이블, 그리고 버 분포)보다 자료를 잘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모
3) KS통계량은 실증적 분포와 이론적 분포 사이의 최대 거리를 측정하며, AD통계량은 실증적 분포와 이
론적 분포의 가중치를 반영한 거리 제곱의 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그 거리가 짧을수록 주어진 자
료를 잘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D통계량은 꼬리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주어진 자료에
더 적합한 지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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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프-스미노프(KS) 검정의 경우 버 분포가 일반화된 파레토 분포보다 더 적
합한 것으로 보였으나 나머지 지표들에 의하면 일반화된 파레토분포가 자료와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선정의 또 다른 기준으로서 AIC와 BIC
를 고려할 때도 앞에서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임계치 5를 초과하는 관측치
에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근사시켰을 때 해당 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의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적합도검정 통계량
KS2)

CvM3)

AD4)

AIC

BIC

Gamma분포

0.1798

0.2345

1.4761

659.5

663.2

Pareto분포

0.1360

0.1807

1.3148

655.4

659.1

Log-normal분포

0.1268

0.1365

0.7087

650.7

654.4

Weibull분포

0.1136

0.0717

0.5597

652.3

656.0

Burr분포

0.0886

0.0728

0.4656

652.4

657.9

GP분포1)

0.0953

0.0380

0.2662

524.5

529.1

분포

주: 1) 임계치 15를 초과하는 관측치를 대상으로 해당 분포를 근사시킴. AIC와 BIC는 관측치 수에 의
존하기 때문에 다른 분포와 비교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Kolmogorov-Smirnov
3) Cramer-von Mises
4) Anderson-Darling

3.3 GP분포의 임계치 선정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대상으로 극단치이론을 적용하는 POT 방법
론의 활용에 있어서 임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임계치가 너무
낮은 경우 모형의 점근적 특성을 위배하게 되어 해당 모수 추정치가 편향된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임계치가 너무 높은 경우 관측치 수가 줄어들어
모수 추정치의 분산이 너무 커질 공산이 크다. 일반적인 선정 기준은 이론적인
논의가 타당한 높은 임계치이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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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분포는 특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극단치들에 대한 분포를 묘사하는데 적합
하다. 임계치를 선정하기 위해 평균초과함수 (mean excess function)를 이용
할 수 있다. GP분포가 주어진 자료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임계치
를 초과하는 관측치들의 평균초과함수가 선형인 지를 따져 판단할 수 있다.
즉, 평균초과함수가 관측치 수가 매우 적어지고 그 값 자체가 큰 자료들 때문
에 불안정해지기 이전에 선형 형태를 보이는 시작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 조건
을 만족시키는 높은 임계치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임계치가 높
을수록 GP분포가 극단치를 더 잘 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적은
수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 되어 관련 모수 추정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상충
관계에 항상 부딪힌다.
<그림 3-a>에 제시된 평균초과함수 그래프에 의하면, 주어진 자료의 관찰값이
0보다 조금 큰 곳에서 기울기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약 15(즉, 150억원) 수
준부터 이전과는 다른 기울기를 보여주는 선형 모습을 가졌다. 태풍피해액이
150억원부터 5000억원까지의 자료를 대략적인 선형으로 간주하고 선형 회귀
선을 추정할 수 있다. 기울기 추정값이 1.5684인데 그 기울기의 95% 신뢰구
간은 (1.2760, 1.8607)이다. 모수의 참값 영(zero)이 주어진 신뢰구간에 포함
되지 않아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자료들은 선형의 회귀
선으로 잘 설명이 되며 더 나아가 임계치로 선정한 150억원이 타당하다는 것
을 제시한다.
<그림 3-b>는 일반화된 파레토 분포에 관한 형태 및 스케일 모수 추정치의
변화를 임계치에 대해 표시한 그래프이다. 모수 추정치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임계치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계치에 있어서 모수
추정치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나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다. 두 그래프 모두를
고려할 때,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후부터
그 전보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평균초과함수와 모수 추정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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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평균초과함수

<3-b> 에 대한 모수 추정치

자료에 잘 어울리는 분포를 선정했는지를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에는 QQ플롯과 확률분포 그래프 등이 있다. <그림 4-a>의 QQ-플롯 안에 그려진 직선
은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일반화된 파레토분포에
대비된 실제 자료는 대략적으로 그 직선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림 4-b>에
는 임계치 15(즉, 150억원)를 초과하는 극단치에 대해 일반화된 파레토 확률분
포를 근사시킨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4> QQ-플롯과 GP 확률분포함수

<그림 4-a> QQ-플롯

<그림 4-b> GP 확률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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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보험료 계산
태풍피해액은 원수보험사가 피해 발생 시 지급해야할 총보험금이 아니다. 하지
만 이론적 논의를 위한 가정으로서 태풍피해액을 총보험금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런 가정은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전제 위
에서 가능한 논리이다.
초과손해율 국가재보험을 고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원수보험사의 손해율
200%에 해당하는 총보험금(즉, 태풍피해액)이 1조원일 때, 그 금액을 초과하
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보험사의 보유
한도액이 증가할수록 국가재보험의 순보험료는 감소하게 된다.

순보험료를 추정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화된 파레토분포를 적용하여 최우추정
법을 통해 해당 모수를 추정한다. 그런 다음, 보유한도액(R)을 식 (9)에 대입하
여 보상한도액별 순보험료를 계산한다. <표 4>는 순보험료 계산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국가재보험 순보험료 분석 결과
(단위: 십억원)

보유한도액(R)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8,000

GP 순보험료
584.7
492.0
398.6
347.9
314.6
271.8
244.4

1)

주 : 태풍피해액을 보험지급액으로 간주하여 초과손해율 재보험료를 계산한 것임.

5. 결론 및 한계점
향후 태풍 등으로 인한 거대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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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국가재보험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극단치이론을 이용하여 태풍피해액을 보험금으로 간주하여 고액
손해 구간에 대한 순보험료를 산정해 보았다.
주어진 자료에 적합한 모수 모형을 찾기 위해 우측으로 기울어진 다양한 확률
분포함수를 고려한 결과 일반화된 파레토분포가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
된 임계치(즉, 15)를 초과하는 극단치에 대해 순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원보험
사의 보유한도액 증가에 따라 순보험료 규모가 감소하여 보험실무와도 부합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태풍피해액 자료의 불완전한 전환이다. 기존 연
구들에서는 원자료를 Pielke et al.(1998)에 따라 인플레이션, 인구 변화, 그리
고 국부를 고려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인플레이션만을 반영했다. 그 이유
는 국부 측정 자료가 1970년 이후부터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의실
험 결과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
어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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