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시사점 및 결론

1. 모형 비교

가. 평균 절댓값 오차(Mean Absolute Error) 비교

k-묶음 교차검증(k-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서 앞서 살펴본 방법론들을 비교한

다. 여기서 k-묶음이란 것은 전체데이터를 k개로 분할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무작

위로 서로 겹치는 것을 분할한다. 본 연구에서는 5-묶음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5등분하면 그중 한 묶음은 음영처리된 것은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하고 나머

지는 훈련 데이터로 모형을 만드는데 쓰이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훈련 데이터를 통하

여 모형이 만들어지면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모형을 검증한다. 

<그림 Ⅵ-1> 5-묶음 교차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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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할 때에 MSE(Mean Squared Error)를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

서는 MAE(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하여 교차검증의 측정 지표로 사용한다. MSE

를 지표로 사용하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1 이상일 때의 오차를 1 이하일 때보다 

더 크게 측정하게 되는데 해당 데이터의 빈도 데이터는 1 근처의 값이 많으므로 적합

하지 않다. 

  
 
 



실제값예측값 (Ⅵ-1)

  
 
 



실제값예측값 (Ⅵ-2)

아래 <표 Ⅵ-1>은 빈도 모델들의 교차검증 결과이다. 우선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교

차검증결과가 다른 모형들에 비해 예측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앙상블기법을 이용하면 의사결정나무보다 나은 검증결과를 얻을 수 있다. MARS의 

모형도 로그 연결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GLM 옵션을 넣었을 때 오차가 낮아지기는 하

나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GLM보다는 다른 머신러닝모

델들의 오차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Ⅵ-1> 빈도 모델 교차검증 결과

구분 MAE

GLM 0.3546

MARS 0.3217

MARS with GLM option 0.3210

CART cp=0.01 1.2229

CART cp=0.005 1.2392

신경망 hidden=1 0.3177

신경망 hidden=2 0.2615

배깅 0.3218

랜덤 포레스트 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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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모델은 빈도 모델만큼 의사결정나무와 그 외의 모델들의 MAE가 차이나지는 

않는다. <표 Ⅵ-2>를 살펴보면 심도 모델에서는 로그연결함수를 사용하였을 때 그 오

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GLM option이 있는 MARS 모형이 가장 오차가 적었

으며 그 다음으로 감마분포를 가정한 GLM의 MAE가 적었다. 

<표 Ⅵ-2> 심도 모델 교차검증 결과

구분 MAE

GLM 200870.65

MARS 203539.92

MARS with GLM option 197988.91

CART cp=0.01 208798.11

CART cp=0.005 209081.35

신경망 hidden=1 201141.43

신경망 hidden=2 223396.34

배깅 203458.21

랜덤 포레스트 201725.93

나. 평균 비교 예시

다음의 표는 데이터의 평균값과 다양한 모형을 바탕으로 예측값을 비교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기대빈도, 설명변수는 연령, 상해급수, 성별, 직전연도 발생건수를 사용하

였고 이에 대한 그룹을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GLM(교호작용 반영)은 각 설명변

수끼리의 교호작용을 반영한 모형을 뜻한다. 통계적 기법인 GLM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값들이 데이터의 평균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반면 머신러닝기법들은 평균에 가장 가

깝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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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직전연도 
발생건수

평균: N GLM
GLM

(교호작용 
반영)

CART 배깅
랜덤

포레스트
MARS

MARS
(link = 
log)

신경망
모형

(h=20)

남 0건 0.0903 0.1243 0.1102 0.0869 0.0869 0.1205 0.0485 0.0820 0.0873

남 1건 0.4783 0.2145 0.2005 0.4897 0.4888 0.4293 0.5832 0.4820 0.4162

여 0건 0.1283 0.1973 0.1934 0.1307 0.1356 0.1717 0.1351 0.1200 0.1190

여 1건 0.7079 0.3405 0.3431 0.6617 0.6904 0.6451 0.6698 0.7053 0.6769

<표 Ⅵ-3> 40세 상해급수 1급 예시

성별
직전연도 
발생건수

평균: N GLM
GLM

(교호작용 
반영)

CART 배깅
랜덤

포레스트
MARS

MARS
(link = 
log)

신경망
모형

(h=20)

남 0건 0.0846 0.1434 0.1443 0.0869 0.0842 0.1282 0.0918 0.0973 0.0876

남 1건 0.5000 0.2474 0.2547 0.4897 0.4926 0.4910 0.6265 0.5717 0.5082

여 0건 0.1607 0.2276 0.2289 0.1307 0.1630 0.2029 0.1784 0.1424 0.1315

여 1건 0.8293 0.3928 0.3938 0.8484 0.8551 0.7792 0.7131 0.8365 0.8003

<표 Ⅵ-4> 50세 상해급수 1급 예시

2. 모형별 시사점 및 제한점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모형별 시사점 및 제한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살

펴본 통계적 기법에는 일반화선형모형(GLM)과 일반화선형혼합모형(GLMM)이 있다. 

GLM은 보험회사 요율산정에서 최근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통계적 기법이다. GLM은 

해석하기 용이하고 선형회귀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의 보

험데이터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GLM과 머신러닝기법을 비교하는데 후자의 성

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많은 편이다. GLMM은 GLM의 고정효과에 임의효과를 추

가한 모형이다. 특히 동일 계약자가 반복되는 데이터에서 사용하는데 실적변수가 동일 

계약자 안에서는 의존적인 것을 모델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법으로 의사결정나무, 앙상블기법, MARS, 신경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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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손의료보험 자료에 적용해보았다. 이 알고리즘들은 지도학습기법으로 회귀나 분

류의 결과 값을 주어 손해보험 가격산정에 쓰인다(Marechal 2018). CART는 예측모형

으로는 우수한 모형이 아닐 수 있지만 나무모형의 그림과 이진분리로 해석력이 좋고 

데이터의 시각화에 용이하다. 또한 요율산정을 할 때에 CART 모형은 분석에 가장 중

요한 변수를 최초분리변수로 선택한다. 실손의료보험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현행요율 

변수가 아닌 실적변수가 최초로 분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각 노드의 분리기준

을 통하여 연속형 변수를 어떻게 범주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Werner & Moldin 2016). 

의사결정나무의 예측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앙상블기법들이 발전되었다. 배깅과 랜

덤 포레스트가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료로부터 본래 자

료 크기를 복원 추출하여 여러 개의 나무모형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인데 제한점

은 붓스트랩핑할 때에 일부자료가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둘의 차이점은 배깅

의 경우 모든 설명변수를 다 쓰는 반면 랜덤 포레스트는 이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모델

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자료에서 중요한 변수를 찾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깅은 분류기(Classifiers)들이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반면 부스팅은 이전의 분류기에 

의존하여 생성된다. 쉽게 말하자면 분류의 경계에 있는 잘못 분류된 자료들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것이다. 이는 이상치에 민감하고 해석력이 부족하며 과대적합 경향이 있다. 

MARS 분석은 단계선형함수(Piecewise linear function)로 비선형의 데이터에 적용한

다. 많은 면에서 회귀분석과 비슷하지만 비선형성, 교호작용, missing data와 같이 선형

회귀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 그리고 MARS는 매듭점을 찾아주

는데 이는 요율산정에서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시킬 때 사용된다(Werner & Moldin 

2016). 또한 GLM option이 있는 MARS 분석을 통해 보험 자료에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반응변수에 대해 설명력 있는 변수 순으로 선택한다. R에서 MARS와 earth 함수를 

검증하였을 때 두 함수 모두 비슷한 결과가 산출된다(Francis et al. 2018).

신경망모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측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만약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있다면, 전통적인 방법인 회귀분석이

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신경망모형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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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적인 관계를 알고 있을 때에는 회귀가 신

경망모형을 능가한다(Warner & Misra 1996). 신경망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선형의 

데이터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신경망모형은 입력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분

석 시에는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CART와 MARS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라고만 여겨졌던 신경망모형의 수학

적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다양한 머신러닝기법들의 알고리즘과 특징을 살펴본 

이유는 방법론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데이터에 적용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추후에는 실손의료보험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

자료에 머신러닝기법들을 적용해보는 학계와 실무진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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