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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 산업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분류분석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그러나 금
융 산업에서 실제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설명변수의 수가 너

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형의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설명변수의 수를 줄이는 효과적

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서 모형의 정확성에 근거한 최선
의 변수 선택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 선택방법들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한 보험회사의 연금 보험 상품 자료에 다양한 설명변수 축소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적은 수

의 설명변수를 가지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여 주는 설명변수 축소방법을 구하는 실증적인 연구
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 신경망의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변수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변수
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설명변수 축소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변수선택 (축소), 신경망, 연금보험, 요인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1. 서론

현재생명보험시장에서, 가장화두가되고있는것이바로개인연금보험또는개인은퇴보험시장이라

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 또는 개인은퇴보험이란 직장에서의 은퇴 또는 일을 더 이상할 수 없는 연

령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노후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및 각종

퇴직후생활불안심리와맞물려서큰인기를끌고있다. (향후본논문에서는개인연금보험과개인은퇴

보험을같은의미로하여, 개인연금보험으로지칭하고자한다.) 이로인해, 대형생명보험사들뿐만아니

라, 중소규모의 여러 보험사들이 다양한 개인연금보험 상품들을 내놓고 있으며, 보험일보에 따르면, 현

재 본 시장은 향후 더욱 더 급속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31조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인연금보험 시장의 잠재력을 간파한, 외국계 대형 보험사들도 시장에 눈을 돌리면
서, 향후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짐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보험사가 개인연금보험의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대상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설계사 및 홈쇼핑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서,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는

것이고, 두번째는기존의다른보험가입고객들에게, 추가판매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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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의사례가되는생명보험사는국내중위권회사로, 기존고객들의개인연금보험으로의추가판

매 방법을 통해서 타사와 대비되는 CRM 경쟁력을 달성하고자 한다 (Kang, 2004). 기존 고객들에게

개인연금보험추가판매를위해서사례의보험사가선택한방법으로, 데이터마이닝의지도학습기법중

의사결정 나무 (Decision Tree Induction)를 이용하여, 기존 다른 보험 상품가입자의 개인연금보험 추

가 가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하

는 것은, 예측 가능성 점수와 함께 동시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 가능성이 높은 규칙을 도출할 수 있어
서, 최종적으로 이를 적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적용함에 있
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많은 수의 설명변수 중 의미 있는 변수를 선택하는 문
제이다. 변수 선택이란,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같은 지도학습 기법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들 중에서, 모델

에 활용성이 적거나 또는 활용할 때 문제가 되는 변수를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금융

권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가 매우 많으며,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수의 설명

변수를 가지게 된다. 설명변수가 많다는 것은,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매우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

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유사한 정보의 중복도 많을 수 있고, 정확도 및 예측력의 향

상에는 기여하는 바 없이, 모델링의 시간만 낭비하는 설명변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델링

시간 및 분석 자원을 절약하면서, 모델의 정확성 및 예측력은 유지하는 설명변수 선택 방법은 특히 많

은 수의 설명변수를 가진 모델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수 단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
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변수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변수 선택이 자칫 잘못
되어, 예측력이나 정확도의 문제를 저하시키지는 않는지 등이 대표적인 주의점이다. 그리고 기업의 입
장에서는 수집된 정보는 모두 활용하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어서, 변수 선택을 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따

른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변수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법들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방법

을 찾기 위해,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논문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데이터의, 설명과 실

험을 위한 설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수록하고, 마

지막 5장에서결론및향후보완점을언급하고자한다.

2. 관련연구

변수 선택은 가장 적은 노력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

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사전 고려 사항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도. 데이터 마이닝 및 각종 통계분석에 있

어서, 변수선택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먼저 국내에서 권철신과 홍순욱 (2001)은 범주형

변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요인분석의 단점을 보완한 유사상관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변

수 축약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허명회 등 (2008)은 다변량 분석 등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主)변수 선택방법에 의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허문열과 박영석 (2005)은 결합상호정

보 (JMI: Joint Mutual Information)를 사용하여 변수들의 상호 작용이, 고려된 변수 부분 집합들로서

종속 변수에 대하여, 최대 정보량을 나타내는 순서로 변수를 선택하는 동적 모델링을 제안하고, 성능에

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새로운변수선택방법들에대한제안이외에도, 박성민과박영준 (2005)은회

귀분석의 변수선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의 네트워크 품질 특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석훈과 서용무 (2008)는 Rough Set 이론을 신용카드 연체자를 분류하는 업

무에서, 불필요한 속성들을 제거하는 사전 단계로 사용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변수 선
택 방법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송문섭과 윤영주 (2001)는 범용 데이터

마이닝 패키지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들의 변수 선택에 대한 편의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의

사결정나무분석에서변수선택편의가, 적은알고리즘을권장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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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뿐 아니라해외에서도, 변수 선택에관한많은연구들이있었다. 먼저 Battiti (1994)가 상호정보

를 이용하여, 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이산형 자료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

며, Krzanowski (1987, 1996) 등이 후진제거법을 응용한 정지규칙을 이용하여, 주성분이 되는 변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Lu 등 (1996)은 본 논문

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경망 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변수

를선택한다음모델링을하는연구를통해, 신경망모델의성능향상에대한연구를수행하기도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Anand 등 (1998)도 계층적 일반화 나무모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정보를계속적으로, 제거해나가면서 Rule 기법을적용한연구도있었으며, 그외에변수선택
에관련된많은연구가있었다.

3. 사례 데이터 설명과 실험의 설계

3.1. 사례 데이터 설명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사례 보험사의, 서울 지역 고객 77,031명의 데이터이다. 고객들 중에서, 개

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10.03% (약 10%)인 7,725명이고, 나머지 89.97% (약 90%)의 고객인

69,306명은 개인연금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상품들에 가입을 한 고객들이다. 분석에 필요한 고객의 선

정 조건 중 하나는, 최소한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만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만

약 바로 분석시점으로부터 전월이나 전일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험료 납입 등에서 행동패턴을 정확하

게파악할수없기때문이다. 고객들의데이터에대한자세한설명은표 3.1과같다.

표 3.1에서보면, 주피보험자의 ID와목표변수를제외하고총 42개의설명변수데이터로구성이되어
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개의 설명변수 중 변수유형이 범주형인 것이 7개, 연속형인 것이 35개이다.

연속형인 변수 중에서, 미납차수 합계와 평균과 같이, 만약 1개의 보험 상품만 보유한 경우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데이터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77,031명의 고객들은 평균 1.6개의 보

험상품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은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1단계의 목표변수 균형화는 목
표변수의 2개 범주 중 수가 작은 쪽인 연금보험 가입자 수에 맞추어서, 비 가입자를 표본추출 (Sam-

pling)하는 방법인 과소적합 표본추출 (Under Sampling)을 수행하였다 (허준과 김종우, 2007). 따라

서, 전체데이터수는표본추출을할때마다, 약간씩차이가나겠지만, 약 15,000개이상의값을사용하

도록 구성하였다. 2단계의 데이터 분할 (partition)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패키지에서 기

본설정으로 정의된 훈련 (training) 데이터와 검증용 (test)데이터의 비율이 80:20이 되도록 설정을 하

였다 (SPSS Inc, 2007). 3단계는 본 논문의 핵심인 비교 연구를 위한 과정이므로 다음 절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4단계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 4가지는 과거 관련 연구 (Chung 등, 2005)

등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들인 CART (Brieman, 1996), C5.0 (Quinlan, 1993),

CHAID (Kass, 1980)그리고 QUEST (Loh와 Shih, 1997)로선정을하고, 각각실험을수행하였다. 이

렇게 다양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을 이용한 것은 의사결정나무분석 기법의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의

편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마지막 5단계에서 지도학습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검증용 데이터에 적

용을하여, 최종정확도를산출하였다.

3.2. 설명변수 축소 방법

그림 3.1에서 3단계는, 앞의 1, 2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 데이터 중 설명변수를 선택하는 단

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단계의 축소 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변수 축약이나 또는 별도의 변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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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사례 데이터 설명

번호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주피보험자 ID ID 구분자 분석변수 아님
2 주피보험자 연령 연속형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 연령

3 주피보험자 성별 범주형 (이분형) 남/여

4 주피보험자 직업코드 범주형 직업코드 (12개 범주)

5 주피보험자 서울거주여부 범주형 (이분형) 서울/비서울

7 계약자 주피보험자 동일여부 범주형 (이분형) 예/아니오

8 계약자 연령 연속형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 연령

9 계약자 성별 범주형 (이분형) 남/여

10 계약자 직업코드 범주형 직업코드 (12개 범주)

11 계약자 서울거주여부 범주형 (이분형) 서울/비서울

12 가입상품수 연속형

13 최근계약일로부터일수 연속형 최근계약일 - 2008년 1월 1일

14 최장계약일로부터일수 연속형 최장계약일 - 2008년 1월 1일 기준

15 평균가입주기 (월 단위) 연속형

16 유지건수 합계 연속형 가입상품 중 현재 유지건수

17 제13회이상유지건수합계 연속형 가입 후 13개월 이상 유지한 상품수

18 제18회이상유지건수합계 연속형 가입 후 18개월 이상 유지한 상품수

19 제24회이상유지건수합계 연속형 가입 후 24개월 이상 유지한 상품수

20 실효건수합계 연속형 보험금을 일정기간 납입치 않아 보험 효력을 상실한 건수의 합

계 21 부활건수합계 연속형 실효한 상품을 다시 부활한 건수 합계

22 보험금지급건수합계 연속형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의 합계

23 보험금지급금액합계 연속형

24 보험금지급금액평균 연속형 보험금지급금액합계/가입상품수

25 납입완료거래개월수합계 연속형

26 납입완료거래개월수평균 연속형 납입완료거래개월수합계/가입상품수

27 월납환산보험료합계 연속형

28 월납환산보험료평균 연속형 월납환산보험료합계/가입상품수

29 기납입보험료합계 연속형

30 기납입보험료평균 연속형 기납입보험료합계/가입상품수

31 미납상품수합계 연속형 미납이 1번이라도 있었던 상품의 수 합계

32 미납차수합계 연속형

33 미납차수평균 연속형 미납차수합계/가입상품수

34 미납보험료합계 연속형

35 미납보험료평균 연속형

36 보험계약대출보유건수합계 연속형 대출건수

37 보험계약대출납입금액합계 연속형

38 보험계약대출납입금액평균 연속형 보험계약대출납입금액합계/대출건수

39 보험계약대출잔액합계 연속형 보험계약대출금합계-상환금합계

40 보험계약대출잔액평균 연속형 보험계약대출금잔액합계/대출건수

41 보험계약대출연체일수합계 연속형

42 보험계약대출연체일수평균 연속형 보험계약대출연체일수합계/대출건수

43 신용대출건수합계 연속형

44 목표변수 범주형 (이분형) 개인연금보험가입여부 (예/아니오)

택 방법)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것과 유사하게 모델 정확도가 나오는지 비교하여, 현재 사례

의 모델에서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 축소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표 3.2는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

할, 설명변수축소방법에대한정리이다.

위의 표 3.2의 첫 번째 설명변수 축소방법인 요인분석을 통한 설명변수의 축소방법을 더 구체적으
로 정리하면, 전체 데이터 집합 (data set)을 L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 = {(Y, X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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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험의 설계

표 3.2 설명변수 축소 방법

번호 설명변수 축소 방법 비고

1 요인분석을 통한 요약 연속형 변수를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통계적 방법

변수 축소 후 요인적재값 활용

2 통계검정 방법 (t-검정과 - χ2검정) 연속형 변수 (t-검정) / 범주형 변수 (카이스퀘어 통계적 방법

에 의한 변수선택 검정)을 통해서 유의수준 99% 이상 유의한

변수만 선택하여 설명변수 집단으로 구성
3 혼합법 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전 수행하여, Hybrid 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선택법 (Stepwise)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통해서 변수선택 사용되는 변수만을 선택

4 혼합법 2) 신경망 분석을 사전 수행하여, Hybrid 방법

신경망 (MLP)의 민감도 분석을 민감도 분석 결과 상위 10개의 변수만을 선택

통해서 변수선택

1, 2, · · · , p} 여기서, Y는 1개의 목표변수를 의미하고, Xp는 p개의 설명변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그
리고 Xm를 설명변수 집합 중 범주형 (이분형 포함)설명변수 집합이라고 하고, Xn를 Xp라는 설명변

수 전체 집합 중 연속형 설명변수 집합이라고, 정의하면 Xp = (Xm, Xn) (단, p = m +n)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인분석의 특성상 연속형 설명변수 집합 Xn(n = 1, 2, · · · , n)만을 이용하여, 요

인분석을 수행한다. 요인분석을 수행할 때 요인 추출 조건은 고유값이 1이상이고, 회전 방법은 VARI-

MAX 회전 방법을 이용한다. 연속형 설명변수 데이터 집합 X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다음

나온 요인적재값 변수를 Xl(l = 1, 2, · · · , l)이라고 정의하면,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집합 Lr은

Lr = (Y, Mm, Xl)이된다. 즉, 범주형설명변수는그대로사용을하고, 추가로연속형설명변수들은요

인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 축소를 한 요인적재값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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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통계적 검정방법을 통한 변수선택과 3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선택법은 많이 알려진 방법
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4번째 신경망 분석의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이용한 변수 선택

방법은, 전체 42개 설명변수로 이루어진 전체 뉴런 (neuron)들의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변

수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결과 값이 클수록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ngelbrecht와 Cloete, 1996) 민감도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을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신경망

알고리즘자체적으로, 모든입력변수들에대하여 [0,1] 사이의범위를가지도록, 설명변수들을조정한다

음 설명변수 xi의 민감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설명변수 xi의 민감도 Si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된

다.

Si =
1

m

1

q

X

L

q
X

k=l

(
|O0

k − Oi
k|

O0
k

) (3.1)

위의 식 (3.1)에서 는 O0
k각 학습 데이터의 신경망 출력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Oi

k는 설명변수 xi가

제거된 경우의 신경망 출력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설명 변수 xi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xi를 0이라고 가

정하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L은 전체 훈련용 학습 데이터를 의미하고, m은 훈련용 학습

데이터의 수를 q는 신경망 네트워크 내의 출력 노드 수를 의미한다. 위의 식 (3.1)의 의미는 훈련용 데

이터 집단에서, 설명변수 xi가 원래 데이터 값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당 변수가 전체 신경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계산한 것이고, 이 민감도 Si값이 클수록 신경망에 미

치는영향도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강부식과박상찬, 2001). 민감도분석점수가얼마이상이어야활

용도가 높은지는 각 네트워크 모델마다 전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Clementine의 기

본설정중하나인민감도분석결과값이높은상위 10개변수만을선택하도록한다. (SPSS Inc., 2007)

본 논문에서는 사례 보험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 3.2에서 제시한 4개의 설명변수 축소방법과 전체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한 정확도의 평가를 통해서, 설명변수를

어떻게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가장 적은 수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가장효율적인모델을만들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를실험을통해서확인하고자한다.

3.3. 실험의 가정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2가지의 가정이 있다. 첫 번째 가정은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여러 분석방법들

은 SPSS Clementine 12.0.2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법에 따라 별도의 옵션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설

정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가정은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이다. 설명변수를 축소하여,

정보가 유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축소 방법이

매우효과적이었다는것을증명하기때문에, 이를평가하기위한검증용데이터의정확도계산법은다음

의표 3.3과같이정의한다.

표 3.3 사례 데이터 설명

구분 예측

T F

실제 T 참 (TP) 거짓 (FN)

F 거짓 (FP) 참 (TN)

표 3.3과같은구조에서검증용데이터의정확도를산출하는공식은 (TP +TN)/(TP +FN+ FP +

TN) × 100 (%) 로 정의한다. 다음 고려할 사항은 설명변수 감소율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변수

를 축소시키는 A와 B방법 중에서,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모델 정확도가 동일하다면, 다음에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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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A와 B 방법 간의 설명변수 감소율이 될 것이다. 즉, 전체 42개 중 10개로 감소 후 모델

링한 방법과 20개로 감소 후 모델링한 방법의 정확도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10개로 감소한 방법이 더

성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명변수 감소율은 전체 42개의 설명변수를 기준으로

(42 −방법별축약사용설명변수수)/42 × 100 (%) 로정의한다.

4. 실험 결과

표 4.1은 본 논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변수선택 방법 4가지와 전체 설명변수를 이용한, 5종류의 방

법에 대하여, 4개의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확도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에

서 시도 수 부분의 ‘합’이라는 것은 과소적합 표본추출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 수를 의미하고, 그 아래 ’

훈’ 이라는 것은 훈련용 데이터로 ’합’ 데이터의약 80%를차지하고 있다. 그아래의 ’검’이라는 것은 검

증용데이터로나머지 20%를데이터를의미하며, 정확도는훈련용데이터를기반으로나온모델결과에

검증용데이터를적용하여, 산출된것이다.

표 4.1에서 요인분석의 설명변수 수는 17개∼19개가 나오는데, 이는 범주형 변수 7개를 제외하면, 요

인수가 10개∼12개가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1의 가장 오른쪽의 평균은 4개 의

사결정나무분석기법을통해서나온정확도값의산술평균값을의미한다.

표 4.1의 결과에서, 전체를 포함한 5개의 설명변수 선택 방법들에 관한, 정확도 평균의 차이에 대하
여, 일원배치분산분석검정을수행하였다. 그결과가표 4.2와같다.

표 4.2에서 p-값이 0.000으로 5개의 기법들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t/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변수를 선택한 방법이, 가장 평균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져 있으나,

Duncan 사후 검정 결과를 보면 전체 변수를 사용하여 나온 평균 정확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Duncan의 사후 검정에서는 로지스틱과 신경망 등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나왔

다. 그러나 직관적 수치의 정확도차이에서 보면 요인분석으로 축약한 것을 제외하면, 전부 정확도가 약

86% 대인것을알수있어, 일반분석결과적용시, 큰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고할수있다.

다음은 설명변수 감소율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림 4.1은 위의 정확도 평균값과 각 기법별로
설명변수평균감소율에대한산점도이다.

그림 4.1 정확도 평균값과 설명변수 감소율 간 산점도

그림 4.1에서 X축의 설명변수 감소율도 크면 클수록, 더욱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이고, 당연히 Y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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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례 데이터 설명

시도 수 축약방법 설명 C5.0 C&RT CHAID QUEST 평균
변수 수 정확도 정확도 정확도 정확도

1차 요인분석 19개 86.51% 82.44% 82.99% 81.40% 83.34%

합:15,532건 t/카이제곱 검정 31개 90.19% 87.29% 85.40% 83.77% 86.66%

훈:12,426건 로지스틱 21개 89.61% 87.29% 85.37% 83.28% 86.39%

검:3,106건 신경망 10개 89.61% 86.10% 85.14% 82.77% 85.91%

전체 42개 90.32% 87.29% 85.40% 83.28% 86.57%

2차 요인분석 19개 86.49% 84.52% 81.88% 79.88% 83.19%

합:15,374건 t/카이제곱 검정 32개 89.25% 87.57% 85.89% 83.53% 86.56%

훈:12,299건 로지스틱 22개 88.79% 85.83% 85.17% 82.64% 85.61%

검:3,075건 신경망 10개 88.92% 86.26% 85.83% 83.99% 86.25%

전체 42개 89.11% 87.57% 85.89% 83.53% 86.53%

3차 요인분석 18개 86.51% 83.23% 82.37% 79.56% 82.92%

합:15,294건 t/카이제곱 검정 33개 89.12% 87.40% 85.48% 83.17% 86.29%

훈:12,235건 로지스틱 22개 89.10% 87.40% 85.35% 83.17% 86.26%

검:3,059건 신경망 10개 89.99% 86.94% 85.32% 84.49% 86.69%

전체 42개 89.25% 87.40% 85.48% 83.17% 86.33%

4차 요인분석 18개 86.49% 83.20% 81.84% 80.34% 82.97%

합:15,546건 t/카이제곱 검정 32개 89.49% 87.44% 85.71% 82.65% 86.32%

훈:12,437건 로지스틱 21개 89.25% 85.71% 84.93% 82.65% 85.64%

검:3,109건 신경망 10개 89.49% 86.75% 85.06% 82.45% 85.94%

전체 42개 89.52% 87.44% 85.71% 82.65% 86.33%

5차 요인분석 18개 86.56% 84.13% 82.62% 81.28% 83.65%

합:15,408건 t/카이제곱 검정 34개 89.08% 87.90% 87.47% 84.59% 87.26%

훈:12,326건 로지스틱 21개 89.27% 87.80% 85.77% 82.72% 86.39%

검:3,082건 신경망 10개 90.16% 87.57% 87.08% 85.41% 87.56%

전체 42개 88.95% 87.90% 87.48% 84.59% 87.23%

6차 요인분석 18개 86.68% 82.59% 81.38% 80.03% 82.67%

합:15,459건 t/카이제곱 검정 31개 89.33% 86.71% 85.63% 84.19% 86.47%

훈:12,367건 로지스틱 24개 88.81% 85.79% 83.86% 82.03% 85.12%

검:3,092건 신경망 10개 88.87% 86.61% 85.11% 83.93% 86.13%

전체 42개 89.49% 86.81% 85.63% 84.19% 86.53%

7차 요인분석 17개 87.69% 84.97% 82.38% 81.00% 84.01%

합:15,403건 t/카이제곱 검정 32개 90.91% 87.82% 85.56% 84.28% 87.14%

훈:12,322건 로지스틱 21개 89.14% 86.87% 85.20% 82.97% 86.05%

검:3,081건 신경망 10개 90.35% 87.53% 85.69% 83.72% 86.82%

전체 42개 90.58% 87.82% 85.56% 84.28% 87.06%

8차 요인분석 18개 87.43% 82.97% 82.78% 81.70% 83.72%

합:15,442건 t/카이제곱 검정 32개 90.83% 88.15% 85.40% 85.13% 87.38%

훈:12,354건 로지스틱 22개 89.85% 88.18% 86.05% 83.89% 86.99%

검:3,088건 신경망 10개 89.85% 87.56% 86.31% 84.74% 87.12%

전체 42개 90.06% 88.15% 85.40% 85.13% 87.19%

9차 요인분석 18개 87.40% 84.03% 83.27% 82.10% 84.20%

합:15,458건 t/카이제곱 검정 32개 89.33% 87.66% 85.37% 83.57% 86.48%

훈:12,366건 로지스틱 23개 89.53% 87.53% 85.76% 83.57% 86.60%

검:3,092건 신경망 10개 88.64% 86.97% 86.06% 83.18% 86.21%

전체 42개 89.17% 87.66% 85.37% 83.57% 86.44%

10차 요인분석 18개 87.00% 82.79% 81.40% 80.91% 83.03%

합:15,356건 t/카이제곱 검정 33개 89.53% 87.29% 86.97% 85.32% 87.28%

훈:12,285건 로지스틱 22개 89.27% 86.87% 85.29% 83.54% 86.24%

검:3,071건 신경망 10개 89.17% 86.54% 86.50% 83.87% 86.52%

전체 42개 89.70% 87.29% 86.97% 85.32% 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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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례 데이터 설명

축약/축소방법 설명변수 감소율 (평균) 정확도 평균값 F p-값

요인분석 56.90% 83.37%

로지스틱 47.86% 86.12%

신경망 76.19% 86.51% 2178.85 0.000

전체변수사용 0% 86.75%

t/카이제곱 검정 23.33% 86.78%

Duncan 검정: t/카이제곱 검정 = 전체변수 사용 > 신경망 > 로지스틱 > 요인분석 (유의한 차이 순)

의 정확도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경망의 민감도

분석을이용하여, 42개를 10개로축약한방법이, 정확도평균은 86.51%를나타내고, 설명변수의감소율

도 76.19%가 되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1에서 보면 가장 우측 상단에 위치

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본사례의생명보험회사에서, 은퇴보험가입예측가능성을파악하기위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경망 분석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상위 10개의 주요한

변수들만을 선택하고, 그 다음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은 수의 설명변수로, 정확도

가높은모델을만들어낼수있다는결과를도출할수있다.

표 4.3은 10번의 반복 시행을 통해서, 신경망 기법의 민감도 분석결과 도출된 상위 10개의 주요 설명

변수들에대한선정빈도표이다.

표 4.3 사례 데이터 설명

변수명 선정 빈도수 변수명 선정 빈도수

월납환산보험료합계 10번 최근계약일로부터의일수 5번

월납환산보험료평균 10번 보험계약대출잔액평균 4번

납입완료기납입보험료합계 10번 가입상품수 3번

납입완료기납입보험료평균 10번 주피보험자 직업코드 3번

전체유지건수합계 9번 계약자 직업코드 3번

최장계약일로부터일수 9번 납입완료거래개월수평균 2번

보험계약대출잔액합계 7번 평균가입주기 (월단위) 2번

납입완료거래개월수합계 6번 보험계약대출보유건수합계 1번

제24회이상유지건수합계 5번 신용대출건수합계 1번

표 4.3에서 월납환산보험료 합계 외 4개의 변수가 모두 10번씩 선정되었으며, 42개의 변수 중에서,

18개 변수가 10번의 신경망의 민감도 분석 수행 중 단 1번이라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4를 사용된 4가지 방법들에 대한 정확도 값의 평균비교 검정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수행한
것이다.

표 4.4 사례 데이터 설명

축약/축소방법 정확도 평균 F p-값

QUEST 83.14%

CHAID 85.03% 140.269 0.000

CART 86.47%

C5.0 88.99%

Duncan 검정: C5.0 > CART > CHAID > QUEST (유의한 차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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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를보면 C5.0으로만든의사결정나무분석모델이,가장높은평균정확도를보이고, QUEST로

만든 모델이 가장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사례 보험사에서는 C5.0 알고리즘을 이

용한의사결정나무분석이, 가장정확도가높을것으로판단되어진다.

5.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서술한 본 논문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면, 사례의 생명보험회사에서 기존 고객들 중 개인연금

보험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델을 개발할 때, 많은 수의 설명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정확도는 가장 높은 그러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험 결과 변수 선택 방법으로, 신경망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상위 10개의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 중에서는 C5.0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례 보험사는 3가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째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델링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마트 자원

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는 적은 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생성하므로, 더욱 빨리 분석 결과를 도

출하여 다음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 설명변

수 수가 적어서, 특성을 해석할 때 편리하고 쉽게 해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한 중위권 생명
보험사 사례이기에, 모든 생명보험사에 이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
에게는 공통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또는 고객들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의 차이

가 유사한 부분도 많아서, 본 사례를 유사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 시행착오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설명변수

의 변수 선택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실험해보는 연구와 함께, 더욱 더 다양한 산업 사례와 시뮬

레이션을통한추가적인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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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 decision tree algorithm has been widely used for clas-

sification analysis. In this case one of the major difficulties is that there are so many

explanatory variables to be considered for modeling. So we do need to find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the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under condition that the

modeling results are not affected seriously. In this research, we try to compare the

various variable reducing methods and to find the best method based on the modeling

accuracy for the tree algorithm. We applied the methods on the pension insurance of

a insurance company for getting empirical results. As a result, we found that selecting

variables by using the sensitivity analysis of neural network method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the number of variables while keeping th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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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lec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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