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사람, 물건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

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블록체인(Blockchain) 등도 결국에는 연결(connected)

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

하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쌓여 데이터 자본을 형성하

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빅데이

터를 도입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데이터 속에 숨은 패턴

(Patterns)을 찾아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해외 보험회사들은 효율적

인 데이터 통합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ICT 기술을 사업

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이다.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기업

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해외 보험사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목적이다. 

반면에 국내 보험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진 상

태는 아니며, 외부데이터의 활용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더하여 여태까지의 실손의료

보험의 요율산정은 전통적인 통계기법에 의해서만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실손의료보

험같은 경우 역선택 방지를 위해 더 세분화된 요율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적으로 다양한 요율산정 방법들이 아직 많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 외에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실손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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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요율산정을 진행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의 데이터로부터 

부가적인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빅데이터 분

석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와 설명변수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

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

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국민의 약 66%가 가입한 상품이다. 하지만 실손의료보

험의 손해율은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Ⅰ-1> 직전 3년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

          자료: 손해보험협회 공시, 손해율=발생손해액/위험보험료 

실손의료보험은 정보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이 존재하나, 현재는 요율변수로서 나이, 

성별 그리고 상해급수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보험 모델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할 수 있도록 R프

로그래밍을 통하여 구현할 것이다. R프로그래밍은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과 관련한 설치방법 및 코드는 이 보고서의 부록과 참고문헌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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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법은 Univariate Method에서 컴퓨터와 통계의 발전에 따라 

Multivariate Method로 발전해왔다. 순보험료법(Pure Premium Analysis)이나 손해율

법(Loss Ratio Analysis)은 전통적인 요율산정기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교호작용

을 고려하지 않아 요율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일반화선형모형(GLM)과 같은 Multivariate Method를 통한 요율산정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MARS 그

리고 신경망모형과 같은 빅데이터기법들을 요율산정에 적용시키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최근 빅데이터기법 연구 동향

가. 보험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IFRS17과 SolvencyⅡ에서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다양한 보험계약들에 적합한 세분

화된 모델링을 요구함에 따라 평가모델과 시스템 측면에서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Aleandri(2018)에 의하면 SolvencyⅡ 시행에 따라 기존의 계리적 기법이 

더욱 더 복잡한 모델로 조금씩 대체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점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보험산업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머신러닝기법들이 응용 및 연구되고 있다. 

머신러닝기법은 빠르면서도 큰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인 기법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계리사는 경영과정에서 빅데이

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나 도구에 보다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Gupta 

et al. 2018).

보험 관련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출력변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을 한다. 지도학습은 회귀나 분류의 결과 값을 주는 것으로 해당

하는 방법론에는 CART, MARS, 신경망모형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의 지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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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 추정, 그리고 생명보험에서의 변액연금에서 해약환급금 기댓값 추정 등 다양한 

보험 분야에서 머신러닝기법을 적용 및 연구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기존

의 계리적 기법보다 빅데이터기법들이 더 정확한 값을 예측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해

Gupta et al.(2018)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블랙박스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알맞은 모수에 적절한 방

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고 입력변수에 따른 출력변

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련 식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블랙박

스를 해석 가능하게 하여 출력변수값들이 어떻게 예측되었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에 관한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의사결정

나무와 변수선택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러닝(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로서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인데 자극

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change in response probability to stimulus)를 말한

다. 러닝은 크게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으로 나눠진다. 쉽게 말하면 지도학습은 종속변수를 생각할 때를 말하고 비지도학습은 

종속변수의 개념이 없이 설명변수들끼리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로부터 학습하여 미래에 적용하는 방법론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머신러닝은 이 목적에 부합한 방법론

이라고 볼 수 있다. IT 산업에서는 모델링을 목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도 유사한 목적을 이유로 조금씩 관심을 두기 시

작하였다. 이미 보험업계에서 많은 가격산정 방법론(Pricing Methodologies)들은 전통

적인 GLM 모형보다 부스팅이나 서포트벡터기계와 같은 정교한 방법론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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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보험 연구

1) 계약자 행동(해지 위험 모델링)

SolvencyⅡ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쓰던 전통적인 

계리기법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모델들로 대체되고 있다. Aleandri(2018)에

서는 계약자 행동의 해지위험을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모델링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 

쓰이는 것보다 더 좋은 추정을 할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와 같은 전통적인 모수 모

형들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력이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측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배깅,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부스팅을 비교한다. AUC 지표로 살펴보았을 때 

배깅이 가장 좋은 모형으로 나온다. 

2) 변액연금 해약환급금 가치평가

Ha(2018)는 머신러닝기법 중 특히 신경망모형을 이용하여 변액연금에서의 해약환

급금을 평가하였다. GMWB(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의 상품구조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옵션가치가 non-European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이에 대한 

기댓값을 근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라. 손해보험 연구

1) 지급준비금 추정

Wuthrich(2017)은 손해보험사 지급준비금을 계산할 때 신경망모형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인 지급준비금 추정은 지급보험금을 합쳐놓은 삼각형에서 이루어진다. 전통적

인 지급준비금 추정은 homogeneous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용한다. 여기서는 

Mack’s chain ladder 방법을 바탕으로 개별 클레임들의 정보들이 어떻게 이질적인지 

신경망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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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herjee & Vijayaraghavan(2018)에서는 전통적인 지급준비금 추정 테크닉과 더

불어 머신러닝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분화된 지급준비금 추정이 필요하

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군집분석(Clustering)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경우 청구가 자동차의 전방 충돌인지 후미 충돌인지에 따라서 심도와 진전 패턴

이 달라진다. Mukherjee & Vijayaraghavan(2018)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머신러닝

기법들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청구 유형이나 익스포져 특성에 따라 분리가 필

요하다. 청구를 세분화하는 것은 체인레더와 청구 한 건당 평균비용을 개선시키고 익

스포져의 세분화는 B-F방식이나 F-S방식을 개선시킨다. 세분화된 지급준비금 추정은 

위험에 대해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이는 가격산정이나 자본모델링을 향상시킨다. 

2) 자동차 보험상품 구입여부 모델링

Francis et al.(2018)은 자율학습(Unsupervised Learning) 중 하나인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지도학습 중 MARS와 단순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

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에 쓰인 데이터는 여행용 자동차 보험상품 구입여부를 반

응변수로 모델링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우편번호와 고객의 보험상품 정보를 사용하였

다. 모든 예측방법에서는 고객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포함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rancis  et al.(2018)은 벤치마크로 GLM을 통하여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기법

들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항분포와 로그를 연결함수로 지정하여 모델링하였

다. 다음의 분류나무로 분석을 하였을 때는 의사결정나무모형에 분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나 회귀나무로 바꾸었을 때는 분리가 일어났다. 의사결정나무는 랜덤 포레스트기

법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LM이 의사결정나무나 랜덤 포레

스트보다 더 좋은 모델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PCA 분석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주로 데이터셋에서 서로 

상관이 있는 변수들을 원래 데이터보다 차원이 낮은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A 분석에서는 training data의 두 가지 변수를 제거하였다. AUC(Area Under Curve) 

지표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모든 분석 중 PCA 분석이 가장 우수한 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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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 빈도 모델링

Marechal(2018)은 가격산정을 위해서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 모델링

을 하여 전통적인 모형인 GLM과 GAM을 머신러닝방법과 비교하였다. 손해보험 가격

산정에 많이 쓰이는 기술은 분류와 회귀로 지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합하다. 

통계적인 모형과 머신러닝기법을 비교해보면 배깅모델의 이탈도가 가장 작기는 했으

나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었다. 다만 머신러닝기법은 그 과정이 자동화되어있는 만큼 

사업의 로직과 맞는지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과대적합의 위험에 대해서도 간

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4) 건강보험 청구 관련

Mukherjee & Ajmani(2018)은 머신러닝기법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청구 관련 분석

을 하였다. micro cluster 방법론을 바탕으로 진단, 입원, 수술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

험의 패턴을 분석한다. 그리고 CART 기법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식별을 한다. 

3. 실손의료보험 관련 선행연구

가.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역선택 유인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적 특성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보장 분야에서 역선택 유인이 높은 이유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입자별 위험특성 편차가 크기 때

문이다. 역선택은 위험집단이 이질적일 경우 더욱 악화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보

험료를 유지할 경우 구조적 보험료 인상과 보험시장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위험평가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지만 현재 감독규정은 여전히 나이와 성별 등 제한적 요율변수만을 허용하고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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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편차가 큰 위험집단에 대해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제한적 정보만을 반영한 단일보

험료를 부과한다면 손해율 상승과 이로 인한 계약자의 이동으로 제도의 지속성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실증분석연구는 지속해서 이

어져 왔다. 김대환･이봉주(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시장에 역선택이 존

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경아･이항석(2016)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부분

의 보장특성과 계약자별로 위험특성 편차가 크다는 점이 역선택을 발생시킬 가능성 높

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입자의 과거 보험금 정보인 경험자료를 활용

한 보험료 차등화를 제안하였다. 

보험료 산정에 가입자의 경험자료는 비관찰 위험특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

에서 가입자 위험특성을 파악하기에 좋은 정보이다. 또한 불필요한 가입자 행동은 경

험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위험수준

별 보험료 차등화는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리이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명제

이다. 이에 이경아･이항석(2016)은 계약자별 과거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한 베이지

안 기댓값 원리(Bayesian theorem)를 바탕으로 위험특성에 대한 정보의 제약성을 보

완하고자 하였다. 베이지안 기댓값 원리는 과거 보험금 지급정보가 계약자별 비관찰 

위험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자별 위험정보를 토대로 참값에 근사한 보

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신뢰도보험료는 가입자 정보가 제

한적인 상황에서 공정한 보험료에 가장 근사한 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이론적 타당성

을 지니며 손해보험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 실손의료보험에서 신뢰도기법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1)

신뢰도 이론은 신뢰할 만한 값을 구하기 위하여 특정 위험집단의 경험데이터를 이

용하여 얻어진 추정치 등을 절충하여 최종적인 추정치를 구하는 계리적 기법이다. 이 

이론은 특정 위험집단의 경험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여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 추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신뢰도 이론

1) 이항석･이수빈･백혜연(2017), pp. 41~73을 발췌 및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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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은 1914년 설립된 CAS(미국 손해보험협회)가 초기 보험료 산정을 위해 현재까

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처음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 후로도 보험회사

의 보험료 산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김명준･최정아･김영화 2013).

신뢰도 또는 신뢰도 계수 값의 범위는 0~1이며, 신뢰도가 반영된 최종적인 추정치

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New Rate = Z × Observed Data + (1-Z) × Old Rate (Ⅰ-1)

여기서 Z를 신뢰도(Credibility) 혹은 신뢰도 계수(Credibility Factor)라 부르고, 개

인의 과거 경험데이터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한 값이다(Norberg 1992). 또한 식 (Ⅰ

-1)에서 ‘Observed Data’는 최초 관측 자료로 추정대상 집단의 경험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치이고, ‘Old Rate’는 이 집단을 포함한 전체 집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

치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Z는 ‘Observed Data’에 할당된 신뢰도이며, 

(1-Z)는 ‘Old Rate’에 할당된 신뢰도로 여신뢰도(complement of credibility) 또는 신

뢰도의 보완이라고 한다. 최종적인 추정치는 보통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손해

율, 보험료, 보험금, 경험 사망률 등이 될 수 있다. 

결국 적정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Observed Data’와 ‘Old Rate’ 추

정치 정보를 가중 평균하여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지에 달려있다. 신뢰도 범위는 0과 

1사이이며, 신뢰도(Z)가 ‘1’이라는 것은 추정대상 집단의 경험데이터만으로 추정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신뢰도(Z)가 ‘0’이라는 것은 새로운 요율인 ‘New Rate’

가 추정대상 집단을 포함한 전체집단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이론의 기본 원칙은 현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평균값과 과거의 경험적 추정

에 의존한 평균값 사이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확률변수의 미래 기댓값을 추정하는 것이

다. Jones & Gerber(1975)는 과거 경험 자료인 지급 보험금과 평균보험료들의 가중평균

으로 특정 시점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Updating type’에 대한 신뢰도 공식 (Credibility 

Formula)을 제안하였고, 더 자세한 신뢰도 이론에 대한 설명은 Buhlmann(1967), 

Buhlmann(1969), Buhlmann & Straub(1970), 그리고 Buhlmann & Gisler(20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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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된다. 이항석･이수빈･백혜연(2017)에서는 과거 9년치의 사고발생 정보를 사용하였

고, Semiparametric credibility 신뢰도 이론을 적용시켜 보험료의 차등화 필요성에 대해

서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각 위험특성별 보험료를 산출하였다.

4. 연구범위와 방법

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Ⅱ장과 Ⅲ장은 각각 GLM

과 GLMM을 활용한 요율산정을 보여준다. Ⅳ장에서는 CART와 MARS에 대한 방법론

과 예제를 싣는다. Ⅴ장에서는 앙상블기법과 신경망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각 방법론별 비교 및 상황별 제한점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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