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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가 열린후 11년이 지났지만 보

험료 부과의 형평성 시비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목전에 두고 그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료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이 순조롭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형평성있는 통합보험료 부과모형개발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

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소득파악율은 28%에 그치고 있으며 완전한 소득파악은 불

가능한 실정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객관성있고 합리성있는 추정소득모델개발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추출기법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고양시에 거주

하는 직장가입자 234,224명(피보험자 74,816명)에 대한 보험료 부과자료를 가지고 의료보험

지식경영시스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모형을 개발하여 지역의

료보험가입자를 위해 개발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게 확대적용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방

법을 이용하여 보험료부과요소와 근로소득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21단계의 새로운 의료보험료부과규칙을 고위, 중위, 저위로 보험료율 구간을 설정ㆍ

도출한 후 Paired T-검정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보험료를 구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총 18개 변수 중 중복변수와 상관도가 낮은 변수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은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 평가소득 성·연령점수, 평가소득 재산점수, 평가소득 자

동차점수 변수를 가지고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적정그룹을 3(평균제곱오차 1.24)으로 하여

의사결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소득계층별로 소득의 결정요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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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분석결과 분류된 소득계층의 1차변수는 자동차보험료, 2차변수는 재산보

험료, 평가소득재산점수, 재산보험료, 3차변수는 평가소득 성별. 연령점수, 재산보험

료, 자동차보험료로 하였다. 21단계별 추정월평균근로소득(가산정보수월액)은 최저

1,254,843원(①단계)에서 최고 3,262,211원( 단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의료보험

요소에 기초한 근로소득결정규칙에 의하여 추정소득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의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서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시스템에 데이터마이

닝기법이 도입된다면 추정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부과요소를 추가로 개

발ㆍ도입하여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켜서 보험료부과정보 인프라 구조의 구축

과 함께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본집단모델의 신뢰도와 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추정능력의 한계만큼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통계적 방법의 응용분야로 현재 큰 주

목을 받고 있는 데이터마이닝은 효율적인 데이터마이닝 도구들의 출현과 함께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더 발달된 통계알고리즘의 연구와 함께 객관, 타당성있는

보험료 부과요소를 개발하여 부과요소간의 상관관계, 패턴, 추세 등을 지속적으로 연

구, 발전시켜 보편·타당한 통합보험료 부과모델 개발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보험료 부과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이용도 분석, 진료비 삭감률 분석, 질병패

턴분석, 건강진단분석, 경영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 의료보험료 부과체계 , 데이터마이닝 기법 , 의사결정나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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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의의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실시, 1989

년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한동관 등, 1998).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

직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의 세 범주로 구분되어 독립채산형태로 운영되던

지역방식은 조합간 재정력 격차, 보험료부과의 불형평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통합방식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강복수 등,

1998). 이에 따라 1998년 10월 이후 일차적으로 지역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

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조합까

지 통합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보

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취지를 보장하는 형평한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의 마련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의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은 실제소득과의 상관관계에

서 찾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의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의 제요소를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소득능력을 추정하

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 지역가입자의 부과

요소별 배분비의 적정성과 등급표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소득

과 부과요소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하나, 실제소득의 파악이 매우 어렵다.

1997년 12월 현재 지역조합가입자 대상 소득과세자료 보유현황은 약 28 %로

매우 낮으며, 과세소득자료의 정확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식경영은 21세기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

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준수(2000)는 지식경영이란 기업을 포함해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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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로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지식자

산을 획득, 활용, 도입, 전이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기술을 시스템화하

여,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며, 이를 토대

로 기업 및 조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절차라고 정

의하였다. 현재 기업에서의 지식경영은 생존 및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21세기 국가경영 지표로서 지식을 표명하고, 전

국가적인 지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지식경영 도입은 크게 의료보험분야와 병원분야의 두 분

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에 관련된 정보는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 자원의 활용, 의료이용 및 의료보험체계와 같은 중요한 보건의료정

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규모의 방대한 자

료가 단지 의료보험 심사, 급여, 연보발행과 같은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호승희 등, 1999).

의료보험의 통합을 앞두고 보험료 형평부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부과요소에 대하여 신정보기술에 의한 정보분석 접근이 필요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의 지식경영 도입의 일환으로 데

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와 부과요소별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의료보험료부과기준의 마련을 위한 최적모형을 제

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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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료보험 지식경영시스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데이터마이닝 기

법을 활용한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보험 가입자를 위

해 개발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보험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의료보험료 부과실태를 분석ㆍ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의료보험료 부과규칙을 도출하고 이 를

토 대로 소득추정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도출된 규칙을 활용하여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단일 기준의 의료

보험료 부과체계 모형을 개발한다.

넷째, 데이터마이닝 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 적용 보험료

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다섯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의료보험분야에서의 지식경영방안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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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의료보험료 부과관리

가.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저부담·저급여 수준으로 이로 인한 여러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적정 수준의

급여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IMF 체제하에서의 경제불황으

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서울경제

신문, 1998). 보험료부과는 연간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

정한 보험급여비를 추계하여 기타 고려요소들을 반영한 후 부과목표액을 결정

하고,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의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부과요

소별 부과등급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표 1).

표 1. 의료보험료 부과현황

구 분
직 장 가 입 자 지 역 가 입 자

직 장 공 교 군지역 시지역

보험료 부과기준 표준보수월액 보수월액
소득(평가, 과세),

재산(기초, 과세), 자동차

보험료율 (%) 3.75 5.60 - -

보험료 부담

피보험자와

사용자(사업주)
각 50%

피보험자와

사용자(정부)
각 50%

본인 전액부담

평균

보험료

(원)

계 39,760 64,628 -

본인부담 19,880 32,314 29,166

사용자(정부)
및 국고부담

19,880 32,314
국고 및 재정공동사업에

의한 보험급여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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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포함하여 간접지표인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그림 1).

그림 1. 지역 의료보험료 부과체계

지역의료보험 세대별 보험료(100%)

소득비례보험료(66%) 재산비례보험료(34%)

(1)평가소득보험료(50%)
(30등급)

(2)과세소득보험료(16%)
(50등급)

(3)재산보험료(27%)
(50등급)

(4)자동차보험료(7%)
(7등급)

과세소득이 없거나,

500만원이하인 세대

종합소득

연금소득

농지소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금액

자동차보유세대

〈보험료 부과 요소별 산정기준 및 적용률〉

1) 소득비례보험료

- 평가소득 : 성별, 연령별, 재산정도, 자동차 정도를 기준평가

- 과세소득

· 종합소득 : 연간소득 금액의 100% 적용

· 연금·근로·농지소득 : 연간금액의 20% 적용

2) 재산비례보험료

-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 : 재산과표의 100% 적용

- 전세 및 월세(전세금으로 환산) : 금액의 20% 적용

- 자동차 : 배기량, 연식 등 감안 설정

◆ 보험료 = 소득비례보험료 + 재산비례보험료

◆ 보험료 산정방법

- (1) 또는 (2) + (3) + (4)

- (1), (2) : 세대별 택일 부과항목

- (3), (4) : 전세대 공통 부과항목

- 과세소득 500만원 기준

초과세대 : (2) + (3) + (4)

이하세대 : (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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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험료 부과의 주요과제

1997년 12월 현재 지역조합가입자 대상 소득과세자료 보유현황은 약 28 %로

의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자료

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의 자료가 신뢰성이 매우 낮아서 직장가입자들과 비

교하기에 문제가 있으며 둘째, 나머지 72 %에 대한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7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보험

료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금보다도 더 심화될 것이며, 양 집단

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연구와 보험료 부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가

가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한편 독일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복지를 실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의료비 증가요인과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정체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에 따른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보험료율의 인상 등을 통한 보험료 수입의 확대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신중섭외 10인, 1996). 소득대비 의료보험료율을 국

가별로 살펴보면 독일 13.4 %, 프랑스 18.3 %, 일본 8.5 %이며, 1995년 의료보험

을 통합한 대만의 경우에도 8.0%에 달하고 있어,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보험료

율 5.6%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험료 부과소득의 범위도 우리

나라에서 일부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에 반해, 근로의 조건으로 받는 모

든 현금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 주요 국가별 지

역의료보험료 부과방식 및 부과기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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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국가의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방식 및 부과기준

국가명 부과방식 부과기준

일본 정액부과
응익할 50%, 응능할 50%를 표준부과비율로 하여 보험자별

보험료 부과총액 안분(부과한도액 세대당 월 53만엔)

대만
등급별

정율부과

표준소득등급(1∼29등급)에 의해 피용자 자영자 구분 없이 동

일기준 적용(자영업종별 단일등급 적용, 정부부담 차등)

독일 정율부과

총소득액을 대상으로 하며 농민은 경작면적, 임업수입 등에

의해 세무관청이 소득액 산출, 원칙적으로 국고부담은 없으며

실업자, 학생, 군복무자, 고령 농민은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국고부담

2. 지식경영

가. 지식경영의 개념

Dru ker (1995)는 탈자본주의사회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지

식이며, 지식사회에서 부를 창조하는 중심활동은 지식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절차라고 하였다. 지식경영은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패러다임의 이동에 의해 대두된 차세대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노규

성, 2000).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

이 바로 지식경영이며, 지식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뿐 아니라 모

든 조직들에게 있어 생존 및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지식경영의 도입에 있어 정보를 처리하고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적재적소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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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대적 흐름에 따른 패러다임의 이동

(유형)Visible ⇔ (무형)Invisible

산업사회

Industrial
Society

⇒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

⇒

지식사회

Knowledge
Society

사회적 핵심요소의 변화

T he Change of Core Element

자본, 노동력,
토지 등

⇒

정보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

지식과 지적자산

관리를 위한

지식기술

지식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에는 데이터(d ata), 정보(in form ation), 지

식(kn ow led ge)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안중호

(1999)에 따르면 데이터란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각의 사실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화되거나 배열되었을 때 정보가 된

다. 정보란 각각의 사실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초월하여 새로운 부

가적인 가치를 지니는 방식으로 조직화된 사실들의 집합체이다. 지식은 상황

에 따라 필요한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본능, 사상, 법칙, 절차 등의 집합체

로 데이터가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를 여과하고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

나. 지식경영의 구성요소

지식경영의 시스템은 웹사이트, 그룹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인트라넷, 인

터넷과 연결시켜 지식경영의 효과를 고양하며, 지식경영을 위한 정보기술로는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인공신경망, 전문가시스템, 그룹웨어, 문서

관리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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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은 파일럿 영역을 설정하고 기술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조직문화

변화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결과분석을 평가한다. 파일럿 영역을 설정함에 있

어서는 전략, 조직구조/ 프로세스, 문화, 보유기술, 사람과의 교호작용을 고려해

서 설정한다.

기술적 구성요소 중 지식창출 지원기술로 데이터마이닝, 데이터웨어하우징

기술과 문서관리시스템(Electron ic Docu m ent M an agem ent System , EDMS), 하

이퍼링크 관리시스템, 의사결정도구(d ecision tools)를 들 수 있으며 데이터 베

이스 등 지식저장기술, 이용편의성을 위한 지식공유, 지식검색지원기술이 구비

되어야 한다. 조직문화 변화관리로서 설정된 파일럿 영역을 초점으로 단계적

변화를 추구하며, 지식관리담당중역제(CKO)의 도입, 지식관리전담부서의 도입,

전문가센터 및 전문가네트웍 구축이 필요하다. 결과분석차원에서 지식경영시

스템의 사용정도와 직원들의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성향평가와 계속적인 유

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경영자는 지식경영의 중요성

인식과 강력한 실천의지로 지식경영문화의 확산, 지식관리 담당직원의 양성,

지식경영인프라 구축을 통한 조직전체의 지식경영화 달성에 핵심역량을 기울

여야 한다(표 3).

표 3.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형태와 지식경영과의 비교

비교요소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 지식경영

사업운영목표 외형추구(매출액 중시) 내실위주(수익성중시)

경영사고 현실안주 혁신의지

중점관리대상 유형자산(자본, 토지 등) 무형자산(지식)초점

조직형태 관료적 조직 학습조직

구성원능력개발 자기개발 부족 적극적인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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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대두배경 및 개념

1980년대 초반,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자료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

하기 위해 호스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산출 소프트웨어(softw are)를 이용

하여 사용자가 직접 자료를 산출하는 툴(tool)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PC기능

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사용자들이 서버의 데이터를 직접 PC에서 조회하거나

가공하여, 원하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사용자 전산환경(EUC)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DSS)과 경영자들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

역정보시스템(EIS)이 등장하였다(조재희 등, 1996). 그러나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이 되지 못하면서 활용성이 저하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차원적으로 데이터

를 분석하는 OLAP이나, 숨겨져 있는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 툴

(tool)이 등장하였다. 컴퓨터 성능의 급속한 발전과 대용량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 관리시스템(Relation al Data Base Man agem ent System , RDBMS)의 등장이

라는 기술적 지원에 의해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관

리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징(d ata w areh ou sin g)이란 데이터 창고(d ata w areh ou se)를

구축·유지·운영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Bisch off 등, 1997).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관성 있고, 주제 지향적이며, 역사적 정보통합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용하다. 데

이터 웨어하우징을 통해 호환성 없는 여러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필요

할 때마다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복사되고,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됨

으로써 경영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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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와준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스템은 임시적 또는 표준화된 조회

도구, 분석도구, 그래픽도구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패턴이나 추세

등의 수준 높은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보다 세부적 수준까지 분석

가능하다(한국전산원, 1998).

Inm on 등(1996)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

하여 설계된 주제 중심적이며, 통합되어 있고, 시간을 변수로 하며, 정적이어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 저장소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주제 중심적이란 통합의

관점에서 조직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업무 중심이 아닌 특정주제 중심으로 구성

하는 것을 뜻하며, 통합은 서로 다른 부분에 걸쳐 이질적 형태로 저장된 정보

를 기업의 부문에 관계없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단일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 시간변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는 각각의 레코드에 시간이라는

칼럼을 갖게 하여 데이터 조회시 시간 흐름상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

며, 정적이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에 갱신 작업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고 다만 계속적으로 같은 성격의 다른 데이터들이 누적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방식인 온라인일반업무처리방식(Onlin e Tran saction

Processin g, OLTP)은 기업의 생산, 판매 등 기본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정

보시스템으로 트랜잭션 처리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온라인자동처리방식(Onlin e An alytical Processin g, OLAP)은

OLTP시스템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이관 및 변환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다음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산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곽용

구, 1996), 이 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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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LTP와 OLAP의 비교

구 분 OLT P OLAP

대상업무 운영업무 정보계 업무

주 사용자 사원계층 사원, 관리자 계층

데이터 성격 업무기능위주로 구성 주제(데이터)중심 구성

데이터의 갱신 Real T ime갱신 주기적으로 갱신

데이터 보유기간 단기간 장기간

사용자 요구사항 사전 정의 가능 사전에 정의가 어려움

쿼리의 성격 정형적 비 정형적

응답 요구시간
성능에 민감

(2 - 3초 이내)
어느정도 시간은 인정

(수초 - 수분)

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방법

1)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될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일

반적으로 6가지의 데이터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현재의 상세 데이터

(cu rrent d etail d ata)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과거의 상세 데이터로 변환된다.

둘째, 과거의 상세 데이터(old er d etail d ata)로 가끔 필요에 의해 액세스되는

데이터로서 테이프와 같은 기록매체 속에 백업용으로 저장된다. 셋째, 1차 요

약된 데이터(fir st su m m arized d ata)는 현재의 상세 데이터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구체성을 가지고 추출된 데이터로, 요약을 위한 시간단위 및 요

약 데이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결정한다. 넷째, 압축·요약된 데이터

(hightly su m m arized d ata)로 1차 요약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손쉬운 접근

과 상위 수준에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다섯째, 메

타 데이터(m eta d ata)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데이터를 제어(통제, 관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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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다. 여섯째, 운영, 외부 데이터(op eration al, extern al d ata)는 자격, 보

험료, 급여 등의 운영시스템이나 부과자료 등의 외부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

터를 현재의 상세 데이터에 수정, 삭제, 삽입의 절차를 거쳐 가장 최근의 상태

로 만들어 주는 데이터이다. 이 중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생성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시스템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 구조는 사용자 욕구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

한 변화는 메타데이터에 바로 반영되게 된다(Oracle, 1997).

2)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과정

데이터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프로세스에 의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성

된다. 첫 단계인 입력흐름단계는 운영 및 외부 데이터에 의해 현재의 상세

데이터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이다. 둘째 상향흐

름단계는 현재의 상세 데이터로부터 1차 요약된 데이터와 압축·요약된 데이

터로 가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셋째, 하향흐름단계는 최근의 상세 데이터에

서 과거의 상세 데이터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다음 단계인 출력흐름단계는 사

용자의 데이터 요청에 만족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과

정이다. 다섯째, 메타흐름단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프로세스인 입력흐

름, 상향흐름, 하향흐름, 출력흐름을 통제 및 관리하는 제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에 대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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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자료구조

최근의

상세테이터

운영,외부

테이터

메타

데이터

압축요약된 데이터

①입력흐름

⑤메타흐름

(제어)

과거

상세데이터

1차요약된

데이터

②

상요

향약

흐및

름정

제

③

하시

향간

흐성

름부

여

④출력흐름

한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에 있어 데이터마트(d ata m art)의 구축이 필

요하다. 데이터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자료 중에서 일정한 주제

나 특정 부서의 데이터를 별도의 장소에 중복 저장하여 사용자들이 사용하도

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전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하위집합으로 간주

한다. 데이터마트를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조재희 등, 1996). 첫째 기업

의 모든 사용자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 질의를 수행할 경우 전체 시스

템 성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전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수록하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이

를 특정의 주체나 부서 단위로 목표범위를 좁힘으로써 솔루션의 이해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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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해지기 위함이다. 셋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분할하여 개별 사용자그

룹이 관심을 갖는 데이터를 자율 조작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액세스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데이터마트를 구축하는 경우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마트 값

의 불일치는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 시키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마

트 사이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활용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임시적 조회·보고, 온라인 분석처리, 경영자정보시스

템(Execu tiv e In form ation System , EIS)·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 p p ort

Sy stem , DSS), 데이터 마이닝 등에 활용된다. 첫째, 임시적 조회·보고는 데

이터 웨어하우스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원적 형태로 의사결정자들이 임시적

정보요구에 따라 관련된 데이터를 조회·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온라인

분석처리(OLAP; Onlin e An alytical Processin g)란 저장된 수많은 데이터에 온

라인으로 접근, 분석, 처리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

으로 OLAP은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와 복잡성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답을 요구하며, 차원과 계층적 구조를 뛰어넘는 분석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웨어

하우스는 성격상 관리자보다는 경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DSS는 상세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며, EIS

는 요약된 정보를 저장하여 조회 및 보고서를 산출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경영

진은 산출정보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데이터 마이닝

(d ata m inin g)은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금광에서 노다지를 찾아내

듯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에서 아이템간의 상관관계 분석, 시간에 따른

유형 분석, 특정 기준에 따른 분할 및 분석 등을 통해 의사 결정자에게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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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고객정보관리와 통화료부

과관리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몇몇 보건의

료기관에서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한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정동인, 1998).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1998년 의료정보 데이터마트를

구축하여 병원내부의 의료서비스, 고객관리 지원 등 경영자료로 활용하고 있

다. 보험개발원에서는 1998년 보험정보망, 통합사무환경, 통계 등 업무 영역별

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부문에서

는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보하기 위하여 일반업무처리시스

템(OLTP)을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아직 개발 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 정보통신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이미 데이터 웨어하우

스의 활용을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보건의료분

야에서는 Blu e-Cross, Blu e Sh ield 등의 의료보험회사에서 1994년부터 가입자

정보 및 보험료관리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장동인, 1998).

4. 데이터 마이닝

가.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 및 필요성

데이터 마이닝을 간단히 정의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안중호, 1999).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패턴 및 상관관계를 자동적으

로 발견해 내는 과정으로, 대형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

하기 위해 고급통계 기법과 기계적 학습을 이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의 목표

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패턴이나 경향, 규칙 등을

뽑아내는 것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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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식탐사과정

데이터정제

데이터통합

데이터선택

데이터마이닝

해석및평가

결과의 이해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용데이터

패턴

운영계

K n o w -

le dg e

적 용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

고 있으며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잠재적 가치가 큰 도소매, 은행, 금융, 보험,

통신분야에서 그 활용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회사나

보험회사들을 필두로 많은 기업들에서 소비자에 대한 대규모의 정보가운데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도출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호승희 등(1999)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고혈압 진단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적용하여

분석결과의 성과를 비교하고, 보건진료분야의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고혈압 관

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최적모형의 설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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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 69.7%, 의사결정나무분석의 경우 64.7%의 예측력을 보였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 높은 예측력을 보였으나, 고혈압 예측을 위한 환자의 여러

특성이 결합된 규칙의 도출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고혈압 진단의 예측에는

복잡한 특성들에서 의미 있는 규칙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이

더 유용하다고 하였다.

나관희 등(1999)은 우리 나라 기업의 도산예측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

구에서 1997년 4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도산한 70개 기업에 대해 도산전 4차

년도의 재무자료에서 8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그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계

수로 변환한 후 이에 대한 규칙을 도출하였다. 로지스틱 판별분석 및 다변량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의사결정나무분석이 로

지스틱이나 다변량 판별분석과 비교해 특이계수. 정확도, 평균위험에서 더 유

용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데다 결측값 처리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실되는 자료가 발생하는 제한점이 있었으나,

의사결정나무분석이 기업의 도산 예측과 같은 복잡한 결과의 예측에도 유용한

도구임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나.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데이터 마이닝 활동은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프로세스인 발견(discovery), 예언적 모델링(p red ictive m od elin g), 변론적

분석(forn sic an alysis)으로 분류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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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추세 및 변이

연관성/ 유사성발 견

테이타마이닝
예언적

모델링

수 입 예 언

연관성 분석

조 건 로 직

이탈내용조사

예 측

변론적

분 석

첫째, 발견은 미리 결정하는 생각이나 앞으로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제 없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숨겨진 패턴을 찾는 과정이다. 즉, 문제에 대

해 사용자의 생각을 배제한 채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패턴을 찾는 데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예언적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밝

혀진 예전의 패턴들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셋째, 변론적 분

석은 과거의 일상적인 데이터의 기준을 벗어나는 변칙적이고 비일상적인 데이

터 요소에서 추출된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 데이터 마이닝 접근방법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크게 패턴추출과 데이터보유의 2가지가 있다(그림

6). 첫째, 패턴추출은 데이터의 집합 속에서 숨겨져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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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데이터보유는 데이터를

기존에 알려져 있는 패턴과 비교하여 새로 발생된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와의

관계성을 찾는 기법을 의미한다.

그림 6. 데이터 마이닝 접근방법

최근아웃법

테이터마이닝

접근방법

테이터보유

패턴추출

논리적접근

교차분석

등식접근법

Rules

Decision

Agents

Belief

Statistics

Neural

Induction

Genetic
Algorithm s

CART
CHAID
C4,5 etc.

Back Propagation

Kohoncd, etc

사례기반추론

라. 의사결정나무분석(d ecision tree an alysis)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의사결정규칙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으로 예측의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규칙에 의해 표현

되는 방법이다(안중호, 2000). 데이터 마이닝에서 의사결정나무는 탐색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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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특성을 지니며, 사전에 이상치를 검색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찾아

내고 분석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교호효과를 찾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분류 또는 예측모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하나의 나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마디라고 불리는 구

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목표변수인 뿌리마디로부터 시작하여 예측변수에

의해 각 가지가 끝마디에 이를 때까지 자식마디를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감으

로써 완성된다. 의사결정나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준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부모마디로부터 자식마디들이 형성될 때 예측변수의 선택과 병합

이 이루어지는 기준인 분리기준, 정지규칙, 가지치기 방법으로서 이들을 어떻

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결정나무 형성 방법들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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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먼저 기존의 의료보험료 부과규칙에 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새로운 의료보험료 부과규칙으로서 단일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모형을 제시한 후, 이에 의해 도출된 값과 현적용 보

험료를 비교, 분석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의료보험료부과 시스템 평가 및 지식경영시스템 전략 수립

·기존 의료보험료 부과규칙 타당성 검토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실태 분석, 문제점 도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의료보험료 부과규칙 도출

·새로운 소득추정방안 제시

통합된 의료보험 부과체계 모형 제시

·21단계의 보험요율 구간 설정(고위,중위,저위) 및 보험료 산출

새로운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모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데이터마이닝 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보험료의 비교, 분석

의료보험에서의 지식경영방안 제시

·의료보험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응용방법론 제시

그림 7.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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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도시와 농촌 복합형 도시인 고양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교직원가

입자를 제외한 직장의료보험가입자 중, 2000년 4월 현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전산자료의 보험료부과 화일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 등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보유한 피보험대상자로 하였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의료보

험조직의 완전 통합을 앞두고 의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된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

료부과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국 직장가입자 1,652만명 중 재산 등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요소를

보유한 고양시 지역 거주자 234,224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전국

직장가입자의 1.42 %에 해당한다.

3. 분석 모형

기존 의료보험료 부과규칙의 타당성 검토 및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 부과

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재 직장가입자의 실제 근로

소득에 기초한 지역보험료의 부과요소인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보험료 등의

상관관계 및 패턴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소득결정규칙을 도출, 기존 부과규칙

과 비교검증을 통한 새로운 보완규칙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

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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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분석 모형

지역보험료

ㆍ지역보험료

ㆍ지역보험료율

직장ㆍ지역보험료

ㆍ직장지역보험료차이

ㆍ보험료율 차이

지역재산비례요소

(자동차기준)

ㆍ 자동차세액

ㆍ자동차보험료

직장보험료부과요소

ㆍ직장보험료

ㆍ직장보수월액

지역재산

비례요소

ㆍ 재산세액

ㆍ재산보험료

지역소득

비례요소(평가소득)

ㆍ성.연령 ㆍ평가점수

ㆍ재산 ㆍ평가등급

ㆍ자동차 ㆍ평가소득

보험료

근로소득

(가산정보수월액)상관분석 상관분석

상관분석

상관분석 상관분석

상관분석

주요변수 추출

의사결정나무 분석

(decision tre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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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항목의 선정

본 연구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1999년 국세청에 신

고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직장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동차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

험료 부과규칙을 도출한 후 통합보험료 부과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추정근로소득 결정요인을

추론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즉 가산정보수월액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근로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재산과표액, 재산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 의해 산정된 평가소득 점수, 나이, 직장보험

료,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평가점수 합계, 평가등급, 평가소득 보험료, 지역보험

료, 보험료의 차이, 직장보험료율, 지역보험료율, 보험료율 차이의 18개 변수로

설정하였다(표 5).

2) 분석항목의 측정 내용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소득, 즉 가산정보수월액은 1999년 보수총액에서 비과세부문을 제

외한 순수한 과세부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이를 12월로 나눈 월평균소득금

액을 의미한다. 2000년 7월부터는 이 금액(과세소득)에 의하여 보험료가 부과

된다.

나)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과표준액이며 재

산보험료는 재산과표액의 등급구간(총 50등급)에 해당하는 세대전체 재산보험

료이다.

다) 자동차세액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서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

인당 세액을 말한다. 자동차보험료는 사용연수에 따라 3년 단위로 기준보험료

- 25 -



에서 20%씩 감액 적용한다.

라) 평가소득은 피보험자의 성 및 연령별, 재산정도, 자동차연간세액에 따

라 7구간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점수 등급구간(30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산정한다.

마) 직장보험료는 1999년에 납부한 현행 직장보험료이며 조합별로 정한 직

장보험료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바) 지역보험료는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한 평가소득보험료, 재산보험

료, 자동차보험료를, 직장보험요율은 1999년 직장에서 납부한 직장보험료를

1999년 국세청에 신고한 비과세부문을 제외한 총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

한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적용되는 보험요율과 같다.

사) 지역보험요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험요율이란 용어를 쓰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나, 직장·지역보험료 부담액을 비교하기 위하여 편의상 지역의료

보험료를 비과세부문을 제외한 직장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26 -



표 5. 분석항목의 측정 내용

범 주 분석 항목 측정 내용

종속 변수 가산정보수월액(근로소득) 99년 보수총액 ÷12

독립 변수 재산과표세액 개인당 과표세액(만원)

재산보험료 세대전체 보험료(원)

자동차세액 개인당 세액(원)

자동차보험료 세대전체 보험료(원)

평가소득점수(성.연령) 개인별 점수(점)

평가소득점수(재산) 개인별 점수(점)

평가소득점수(자동차) 개인별 점수(점)

나이 연령구분(세)

직장보험료 99년 납부한 현행직장보험료
(개인부담+사용자부담)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99년 보험료 납부과표월액

평가점수 합계 성·연령,재산정도,자동차정도
평가점수의 합계

평가등급 평가점수 합계를 등급구간으로 나눈 값

평가소득보험료 평가등급의 해당보험료

지역보험료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한 평가소득,
재산,자동차보험료의 합

보험료의 차이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이

직장보험료율 직장보험료÷가산정보수월액×100

지역보험료율 지역보험료÷가산정보수월액×100

보험료율 차이 직장보험료율 - 지역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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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적용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호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다운 받

은 후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분석목적에 적합하도

록 각 데이터를 가공한 후 통계작업과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위하여 SAS의

d ata set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도구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MS Access를 사용하

였으며, 통계 및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위해서는 SAS(Statistical An alysis

Sy stem )와 데이터마이닝 팩키지인 Enterp rise Min er 3.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에 따라 그 특성에 적합한 분산분석, 상관분석, 의사결정기법, Paired T-검

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표 6).

표 6. 분석대상별 분석방법

분 석 대 상 분석방법

소득과 보험료부과 요소간의 상관관계

- 평가소득점수(성.연령, 재산, 자동차), 재산, 자동차

- 평가소득보험료

- 직장.지역보험료, 보험료율

평가등급과 보험료, 보험료율 차이

보험료와 평가점수 합과의 차이, 보험료와 평가소득보험료와의 차이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 부과 비교분석

소득결정요인 분석

추정근로소득의 타당성검증

상관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상관분석

의사결정분석

Paired T-검정

또한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구간별 추정근로소득별로 산정된 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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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지역보험료 기준)의 보험료와 추정근로소득 결정규칙에서 산출된 지역 보

험료를 Paired T-검정 방법에 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전구간에 대한 월평균 추정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데이터마이닝기법

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지역보험료의 차이정도를 살펴보

았다

둘째, 구간별로 현적용 지역보험료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내고 덜 내는지에 대한 변동 정도를 구

간별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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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 구 결 과

1. 의료보험료 부과시스템 평가 및 지식경영시스템 전략

가. 현 의료보험료 부과시스템 평가

의료보험의 재정수입은 주로 보험료로 조성된다.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사회

보험의 원칙에 따라 기여금으로 납부되는 단기보험적 성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해 부과표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산정하는 부과체

계 개발이 시급하나 소득 파악률이 28%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지역보험료 부과요

소의 배분율은 실질소득과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02년 1

월 의료보험재정의 통합을 앞두고 지역, 직장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집단간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다. 현 보험료 부과시스템은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보험료 부과요소와 소득간의 상관관계를 도출·분석하여 의

료보험료 부과체계의 새로운 지식을 추출·적용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

험료 부과체계상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부과요소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국민의료보험 제도에서는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과세소득보험료

에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며, 과세소득이 없거나 500만원이하인

세대는 평가소득보험료에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중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은 평가소득요소인 피보험자의 성·연령 및 재산정도,

자동차정도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는 추정소득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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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소득의 개념에서는 피보험자의 성·연령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

으로 보아 소득추정요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재산은 유량(flow)인 소득을 소비한

후 남은 잉여소득이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자동차도 일정한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500만원 이하의 과세소득이 포착되는 세대의 소득자료를 가산 적용

한 소득 추정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부과표준소득 에 근거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방법론을 찾기 위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한다.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과요소로는 이

자 및 배당소득을 들 수 있다. 종전에 확보 가능하던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연

간 4,000만원이상인 세대만이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4,000만원 미만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포착이 불가능하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금융실명제 유보로 파악 자

체가 불가능 하지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의 적용범위를 일정액 이상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

안과 함께 예금 및 투자자산이나 무체재산권의 소득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기준보험료 부과시 직장가입자와의 공평한 부과체계가

개발되어야 재정통합에 따른 혼란과 집단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성공적인 정

착을 기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지출형태가 유사하다

는 전제하에 현행 보험료부과요소의 적정성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할 것으로

추정한다. 직장과 지역간 근로소득의 지출형태분석에 있어, 지역별·연령별·성

별·직업별로 소득지출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 측면에서 유

사할 것이고, 소득의 지출형태(소비적 지출, 자본적 지출, 예금이나 투자)별 배분비

조절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 중 소비적 지출은 평가소득의 자동차정도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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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지출은 평가소득의 재산정도와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에서 적용되고 있고, 예

금이나 투자지출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수입부분을 직접 반영하는 요소로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으로 경제활동능력에 따른 잠재소득능력을 반영하는 평가소

득의 성·연령정도와 공시소득자료를 반영하는 과세소득보험료가 있다. 따라서, 직

장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와의 상관관계분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셋째, 재산과 자동차로 직장과 지역가입자군간의 보험료 부담비율에 대한 결정

문제이다. 보험자가 하나로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단일부과체계가 아닌 이원화체계

로 운영할 경우 사회보험이 갖는 특성상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부과 내지는 형

평부과에 때한 끊임없는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2002년에는 보험재정을 통합

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부과체계를 달리 운영할 경우 부담능력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상존할 수 있으므로 양 계층의 부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보

험료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직장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의 문제이다. 소득과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요소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려 할

경우 먼저 두 번째에서 제기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상관관계가 유

의할 경우 상관관계의 정도(기울기)에 따라 배분비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소

득으로의 치환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직장

가입자와의 단일부과체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식경영시스템 전략

의료보험 부과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설명하였듯이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문

제는 태동기인 197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보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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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소득파악율이 30%를 밑도는 현시점

에서 소득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평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 직장ㆍ지역간 또는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요소의 객관성과

상관(유의)성에 대한 지식을 추출하여 패턴을 추론하고, 관계규칙을 설정하여 합리

적인 보험료부과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료부과분야에 있어 지식경영시스템 전략과제로 첫째, 지역가입자의 부담능

력을 반영하는 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둘째,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표준소득등급체계

개발 셋째, 표준소득등급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넷째, 지역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을 확보하는 부과체계 개발 다섯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을 확

보하는 부과체계 개발 여섯째, 부과체계 개발에 따른 보험재정수입 추계 시뮬레이

션을 꼽을 수 있다.

보험료부과 지식관리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둘째, 신지식인 셋째, 보험료부과시

스템 집중연구를 위한 지식창출 지원기술, 지식저장 지원기술, 대·내외 지식공유

협력기술, 지식검색기술 넷째, 의사결정집단의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지식관리 전략요소로서는 첫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가치창출을 지향하는 지식

경영은 경영전략과 연계(alignm ent)하여 추진하고 둘째, 가입자 정보를 계량화하고

가입자에 관한 총체적 지식을 개선하는 가입자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 좀더 가

입자의 입장에서 의료보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별화 전략과 연계한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추

진하고 있는 지식경영전략은 업무를 개선하거나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험사례나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과 최선의 실행방안(best practice)을 전수하는 것

이다. 이 전략은 지식의 획득, 조직화, 재구축, 저장 및 분배를 위한 시스템과 실행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영시간과 비용의 획기적 절감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

율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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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도록 지식공유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식을 많이 만들어 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많이 전달해준 사람,

결국 조직의 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여섯째, 임직원들에 대한 홍보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⑦지식관계

의 기대효과, 추진단계 등을 경영진에게 전파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 확보 및 운영이 필요하다.

지식경영시스템은 사례, 경험, 규칙, 노하우 등을 총 망라한 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MIS)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경영층의 의지와 조직, 휴먼,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 지식경영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아울러 지식평가

체계를 개발하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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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의료보험료 부과규칙

가. 현행 보험료 부과자료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표 7)는 234,224명이었으며 이 중 피보험자가 31.9%, 피

부양자는 68.1%였다(표 7).

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 율(%)

자격

구분

피보험자 74,816 31.9
피부양자 159,408 68.1

계 234,224 100.0

성

별

피보

험자

남 63,187 84.5

여 11,629 15.5

계 74,816 100.0

피부

양자

남 56,045 35.3

여 102,565 64.7

계 158,610 100.0

가

족

수

1 15,398 20.6

2 7,654 10.2

3 15,569 20.8

4 27,203 36.4

5 6,45 18.6

6 2,125 2.8

7 347 0.5

8 56 0.1

9 13 0.0

계 174,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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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의 근로소득 및 보험료

변수별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피보험자 1명당 평균재산액은 2,154만원, 재산

보험료는 10,241원, 자동차보험료는 3,984원이었다. 피보험자당 월평균 직장보

험료는 52,019원, 현 직장피보험자당 평균 보수월액은 1,441,527원으로 근로소

득(가산정보수월액) 대비 68%의 점유율을 보였다. 평균 평가등급은 20등급으

로 평가소득 보험료로 21,7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직장피보험자가 가지고 있

는 재산, 자동차 등을 지역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세대당 월평균

36,006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보험료와 비교시 전체보험료

는 직장인이 30.8%인 16,010원을 매월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수한

개인부담 보험료만 비교할때 10,000원 정도를 지역가입자가 더 부담(국고부담

금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험료율을 2000년 7월 적용되는 총보수개념으로 적용시 2.46%(개인부

담 1.23 %)로, 지역보험료를 동일기준으로 적용시 1.7%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가등급은 74,702세대중 30등급이 10,178세대로 13.6%를 점유하고 있

었고, 그 다음으로는 27등급이 5,053세대로 6.8 %를 나타내고 있어 타 지역과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피부양자 1인당 평균 재산세액은 230만원으로 피보험자 재산과표

액 2,155만원과 비교할 때 피보험자가 9배정도 높게 나타나 우리 나라의 재산

소유는 거의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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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피보험자의 근로소득 및 보험료

분석 항목 피보험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재산과표액(만원) 74,816 2,154.70 7,296.10 808,834.00 0

재산보험료(원) 74,816 10,241.59 13,059.59 116,000.00 0

자동차세액(원) 74,816 202,528.73 195,569.64 3,973,000.00 0

자동차보험료(원) 74,816 3,984.11 4,050.89 105,300.00 0

평가소득

성.연령점수(점)
74,816 12.49 4.79 37.50 1.40

평가소득 재산점수(점) 74,816 5.38 3.62 12.70 1.80

평가소득 자동차점수(점) 74,816 5.39 2.96 13.80 2.00

나이(세) 74,816 37.67 9.31 85.00 16.00

보험료(원) 74,816 52,019.10 29,427.99 838,884.00 3,545.00

보수월액(원) 74,816 1,441,527.08 764,916.92 27,962,800.00 73,864.00

근로소득(가산정보수월액)(원) 74,816 2,118,117.27 1,266,243.09 61,423,120.00 124,885.00

평가점수의 합(점) 74,816 23.26 8.74 61.20 5.20

평가등급 74,702 20.04 7.81 30.00 3.00

평가보험료(원) 74,702 21,768.22 6,870.54 30,500.00 6,800.00

지역보험료(원) 74,702 36,005.93 20,344.64 251,800.00 6,800.00

보험료차이(원)

(직장-지역)
74,702 16,026.56 29,287.19 805,784.00 -156,832.00

직장보험요율(%) 74,816 2.46 1.09 9.98 0.99

지역보험요율(%) 74,702 1.70 1.73 45.08 0.08

보험요율차이(%)

(직장-지역)
74,702 0.76 1.69 9.33 -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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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과 보험료 부과요소간의 상관관계

근로소득, 즉 가산정보수월액과 평가소득점수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성,

연령의 경우 0.2464, 재산의 경우 0.2632, 자동차의 경우 0.3045였으며, 평가소

득점수합계의 경우 0.3475, 평가등급의 경우 0.3600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소득과 재산, 자동차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상

과계수 0.2989, 재산보험료의 경우 상관계수 0.25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를 보여, 자동차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가지고 직장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소득과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보험료 차이와의 상관관계에서도 통계

적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근로소득과 직장보험료와는

0.7116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1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현재의

직장보험료가 표준보수월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표준보수월액이 근로

소득의 68 % 정도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직장보험요율, 지역보험요율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는 근로소득과 직장보험요율이 -0.4008, 근로소득

과 지역보험요율이 -0.3790로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요율은 감소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고소득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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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근로소득과 보험료 부과요소간의 상관관계

변 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재산과표액 0.0965 0.0001

재산보험료 0.2562 0.0001

자동차세액 0.2986 0.0001

자동차보험료 0.2989 0.0001

평가소득 성·연령점수 0.2464 0.0001

평가소득 재산점수 0.2632 0.0001

평가소득 자동차점수 0.3045 0.0001

직장보험료 0.7116 0.0001

평가소득점수의 합 0.3475 0.0001

평가등급 0.3600 0.0001

지역보험료 0.3456 0.0001

직장과 지역보험료 차이 0.4749 0.0001

직장보험료율 -0.4008 0.0001

지역보험료율 -0.3790 0.0001

보험료율 차이 0.1310 0.0001

4) 평가등급별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 보험료율 차이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시 어떤 계층에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보기 위

해 평가등급별로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하였다(표 10). 평가

소득등급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지역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하

면 재산이 많은 직장인이 재산이 적은 직장인보다 불리해 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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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평가등급별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 차이

평가등급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유의확률

3 180 18,572.93 15,094.76 0.0001
4 71 32,174.42 54,993.92
5 2,421 23,721.18 12,876.73
6 2,970 22,648.62 14,706.71
7 2,514 23,073.26 12,893.82
8 1,704 30,411.39 21,598.89
9 833 26,911.82 21,630.08
10 590 25,311.84 24,218.16
11 1,929 20,795.39 18,927.32
12 1,992 24,560.31 19,353.18
13 2,186 22,901.30 20,351.75
14 1,771 25,964.73 25,129.03
15 1,619 20,343.14 22,252.51
16 3,158 25,137.10 26,007.25
17 2,446 19,392.29 21,735.12
18 2,783 22,407.27 27,072.22
19 1,969 18,133.40 22,974.49
20 4,656 24,475.35 27,455.24
21 2,652 16,436.40 26,970.36
22 3,436 22,081.74 32,598.34
23 3,098 16,927.30 31,985.48
24 2,442 13,293.73 30,152.64
25 4,635 11,445.16 25,783.84
26 1,929 10,517.84 29,891.17
27 5,053 10,237.61 26,605.14
28 1,740 5,856.94 31,089.21
29 3,747 9,401.93 30,664.73
30 10,178 -1,178.77 39,840.32

한편 평가등급에 따른 직장과 지역 보험요율의 차이에 대해 분산분석을 시

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1). 28, 29, 30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보험요율의 차이가 플러스로 나와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

인에게 적용시 직장인은 보다 적은 보험요율을 적용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급에 따라 보험요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평가등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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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평가등급과 보험료율 차이

평가등급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유의확률

3 180 2.0711 0.7996 0.0001
4 71 2.1189 1.0938
5 2,421 1.8797 0.8799
6 2,970 1.8745 0.9035
7 2,514 1.9445 0.9735
8 1,704 1.9829 1.0239
9 833 1.6519 0.9808
10 590 1.4888 1.1552
11 1,929 1.3339 1.0785
12 1,992 1.4048 0.9987
13 2,186 1.3069 1.1666
14 1,771 1.2808 1.1539
15 1,619 1.0339 1.2724
16 3,158 1.2138 1.1452
17 2,446 0.8912 1.2527
18 2,783 0.9357 1.1917
19 1,969 0.7188 1.3415
20 4,656 0.9450 1.1848
21 2,652 0.5605 1.4238
22 3,436 0.6115 1.3915
23 3,098 0.4022 1.5404
24 2,442 0.2388 1.5172
25 4,635 0.2214 1.3987
26 1,929 0.0484 1.6291
27 5,053 0.1199 1.4147
28 1,740 -0.2284 1.7607
29 3,747 -0.0152 1.5903
30 10,178 -0.7917 2.2977

5)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의 차이(평가소득점수의 합, 평가소득보험료)

보험료의 차이와 평가소득점수의 합, 평가등급, 평가소득보험료와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위 항목과 보험료의 차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로 나와 재산이 많은 직장인이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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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시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장보험료와도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현재의 직장인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재산이 포함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인중 재산이 많은 계층에게는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12. 평가등급과 보험료 및 보험요율 관계

구 분 직장보험료율 지역보험료율 보험료율차 보험료의차

평가소득

점수의합

-0.0432 0.4519 -0.4909 -0.2827

0.0001 0.0001 0.0001 0.0001

74,816 74,702 74,702 74,702

평가등급

-0.0525 0.4263 -0.4706 -0.2558

0.0001 0.0001 0.0001 0.0001

74,702 74,702 74,702 74,702

평가소득

보험료

-0.0525 0.4261 -0.4704 -0.2555

0.0001 0.0001 0.0001 0.0001

74,702 74,702 74,702 74,702

6) 직장과 지역보험료 부과 비교분석

직장과 지역보험료 부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피어슨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고양시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

역가입자로 가입시 9,989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평균 월부담보험료 52,018원 중 개인부담 보험료는 26,010원이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36,006원이다. 근로소득과 현 직장보험료의 상관계수

는 0.7116로 71%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총보수월액이 아닌 표준보수

월액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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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직장보험가입자의 실제 부담 보험료

변 수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직장보험료 74,816 26,010 14,714 1,772 419,442

보험료의 차이 74,702 -9,989 20,477 -204,316 386,342

근로소득 74,816 2,118,117 1,266,243 124,885 61,423,120

나.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의료보험료부과 소득추정방안

1) 보수월액에 대한 결정요인

소득결정요인은 현재의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요소로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결정기법과 회귀분석기법 중 보다 더 안정

적으로 소득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고자 독립변수는 상관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가장 의미 있는 변수라고 판단된 재산보험료, 자동차보

험료, 평가소득점수(성, 연령), 평가소득점수(재산), 평가소득점수(자동차)로 하

였다. 5개 항목으로 제한한 이유는 기타변수는 독립변수로 선정된 변수와 다

중공선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제곱오차(ASE)가 의사결정나무분석

(d ecision tr ee)은 1,135,512이고, 회귀분석(regression)은 1,176,560으로 나타나

의사결정나무분석이 보다 안정적인 기법임이 확인되었다. 즉, 의사결정나무분

석이 소득의 결정요인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에 근거하여 직장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모델은

의사결정기법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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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에 대한 의사결정분석

근로소득에 대한 상관분석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상관관계가 높

은 변수는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 평가소득점수(성, 연령), 평가소득점수(재

산), 평가소득점수(자동차)로 나타나서 이들 5개 변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분석

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재산과표액, 자동차세액 등은 의사결정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중복된 변수이므로 분석대상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근로소득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이므로 의사결정분석에 있어 이를 적절히

그룹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정 그룹수를 몇 개로 하느냐이

며, 그룹수를 달리하여 의사결정분석을 한 결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룹을 2로 했을 때 평균제곱오차

(AVE SQ ERR)는 1.26였으며, 그룹을 3으로 했을 때는 평균제곱오차가 1.24로

서 보다 타당한 모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룹의 수를 10으로 했을 때 1.23으

로 보다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나지만 타당성의 정도는 그룹의 수를 3으로 했

을 때 보다 크게 높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그룹

의 수를 3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표 14). 이에 따라 의

사결정나무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그림 9, 표 15와 같다.

표 14.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적정 그룹수

그룹수 평균제곱오차(AVE SQ ERR)

2 1.26

3 1.24

4 1.24

5 1.24

1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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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자동차 보험료

재산보험료
평가소득

재산정도점수
재산보험료

평가

소득성별

연령점수

평가

소득성별

연령점수

재 산

보험료

평가

소득성별

연령점수

평가

소득성별

연령점수

평가

소득성별

연령점수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그림 9. 월 추정근로소득에 관한 의사결정도(소득에 대한 변수의 추이)

가) 소득결정요인 규칙

그룹의 수를 3으로 하여 의사결정분석을 한 결과 소득계층은 23단계로 분

류되었으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극단치인 22, 23 구간은 제외하였다. 최

소 소득계층인 1번 집단의 평균소득은 1,254,843원이었으며, 최대 소득계층인

19번은 3,262,211원으로 현재의 변수를 가지고 소득계층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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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1∼3번 계층[ ①1,254,843 ②1,580,413 ③1,734,998 ]

1번 계층의 월 평균추정근로소득은 1,254,843원으로 나타났다. 1번 계층을

결정하는 규칙은 자동차보험료가 2,050보다 작고, 재산보험료가 6,650보다 작으

면서 평가소득점수(성, 연령)가 6보다 작은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은 자동차나 재산이 거의 없으면서 성, 연령의 평가점수

는 낮다.

2번 계층의 월 평균추정근로소득은 1,580,413원인데, 2번 계층을 결정하는

규칙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는 1번과 같으면서, 평가소득점수(성, 연

령)는 6이상 14.5 이하임을 알 수 있다.

3번 계층의 월 평균추정근로소득은 1,734,998원으로, 3번 계층을 결정하는

규칙은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는 1번과 같으면서, 평가소득점수(성, 연령)가

14.5이상이다.

(2) 4∼6번 계층[ ④1,534,427 ⑤1,879,011 ⑥1,546,208 ]

4∼6번 계층의 월 평균추정근로소득은 1,534,427원부터 1,879,011원 사이이

다. 재산보험료는 6,650원 이상 16,150원 이하이며, 이들은 평가소득점수에 따

라 월 추정근로소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7∼8번 계층[ ⑦2,142,230 ⑧2,471,462 ]

7∼8번 계층의 월 추정근로소득은 2,142,230원과 2,471,462원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을 결정하는 규칙은 자동차보험료가 2,050원보다 작으면서 재산보험료가

16,150원보다 큰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보험료가

16,150원 이상이고 21,850원 보다 작을 때 월 추정근로소득은 2,142,230원, 재산보

험료가 21,850원 이상일 때에는 2,471,462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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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14번 계층[ ⑨1,544,087 ⑩1,872,552 ⑪2,143,476 ⑫ 2,215,594 ⑬2,616,812

⑭ 2,312,653 ]

9∼14번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규칙은 자동차보험료, 평가소득점수(재산), 평

가소득점수(성, 연령)으로 나타났다. 13번 계층의 평가소득성별연령점수 13.

1∼16.05구간이 16.05이상인 구간보다 추정소득이 높은 이유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으면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족의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5) 15∼17번 계층[ ⑮2,220,574 2,745,497 2,332,351 ]

15∼17번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규칙은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 평가소득

점수(성, 연령)으로 나타났다. 16번 계층의 평가소득성별연령점수 14.5∼16.05

구간이 16.05이상인 구간보다 월 추정근로소득이 높은 이유는 13번 계층과 유

사하다.

(6) 18∼20번 계층[ 2,881,564 3,262,211 2,789,087 ]

18∼20번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규칙은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로 나타났

다. 19번 계층의 소득이 3,262,211원인 경우에 재산보험료 23,750∼40,850원 구

간이 20번 계층의 재산보험료가 40,850원 이상인 구간보다 월 추정근로소득이

높은 이유는 재산보험료를 반드시 많이 낸다고 추정근로소득이 높을 수 없으

며 반드시 정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재산보험료 계층별 차이가 있음을 의

미한다.

(7) 21번 계층[ 2,477,656 ]

21번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규칙은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로 나타났으며

재산보험료 보다는 자동차보험료가 소득결정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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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월 추정근로소득의 결정규칙

소득

계층

월평균근로소득(원)

표본수(세대)

월추정근로소득결정규칙(변수)

평가소득재산정도점수

(점)
평가소득성별연령

점수(점)

재산보험료

(원)

자동차보험료

(원)

1 1,254,843 - <6 - -

(8,316)

2 1,580,413 - 6≤평점<14.5 - -

(6,362)

3 1,734,998 - ≥14.5 - -

(2,823)

4 1,534,427 <11.6 - - -

(1,655)

5 1,879,011 11.6≤평점<14.65 - - -

(2,422)

6 1,546,208 ≥14.65 - - -

(1,089)

7 2,142,230 - - <21,850 -

(1,453)

8 2,471,462 - - >21,850 -

(2,320)

9 1,544,087 - <6.15 - -

(1,654)

10 1,872,552 -
6.15≤평점<13.1

- -

(6,225)

11 2,143,476 - ≥13.1 - -

(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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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소득

계층

월평균근로소득(원)

표본수(세대)

월추정근로소득결정규칙(변수)

평가소득재산정도점수

(점)
평가소득성별연령

점수(점)

재산보험료

(원)

자동차보험료

(원)

12 2,215,594 - <3.1 - -

(1,338)

13 2,616,812 - 13.1≤평점<16.05 - -

(5,307)

14 2,312,653 - ≥16.05 - -

(1,902)

15 2,220,574 - <14.5 - -

(4,493)

16 2,745,497 - 14.5≤평점<16.05 - -

(4,968)

17 2,332,351 - ≥16.05 - -

(1,331)

18 2,881,564 - - <23,750 -

(3,601)

19 3,262,211 - -
23,750≤재

산<40,850
-

(4,160)

20 2,789,087 - - ≥40,850 -

(389)

21 2,477,656 - - - <26,35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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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한 통합의료보험 부과체계 모형

종래의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수작업 중심의 개념으로 소득추정(파악)이나 보

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요인들을 각기 분리하여 독립적으

로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계층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을 동

시에 고려하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의사결정기법(d ecision tree)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을 추정한 후 소득에 대해 적정 보험요

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통합보험료 부과체계모형을 개발하였다

(표 16).

예를 들어 1구간의 경우 표15의 소득결정규칙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지역보험

료 부과요소중 자동차 보험료가 2,050원 보다 작고, 재산보험료가 6,650원 보다 작

으며, 평가소득 성별연령점수가 6보다 작은 8,316세대에 대하여는 월평균 추정근로

소득은 1,254,843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동세대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최저 1.7% 적용시 21,340원을, 2.8 % 적용(직장

보험료율, 2000. 7. 1부 적용)시 35,140원을, 3.4 % 적용(공무원보험요율, 2000. 7.

1부 적용)시 42,66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장이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전액을 세대별로 부담(국고부담 미포함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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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데이터마이닝 결과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모형 (단위 : 원, %, 세대)

구간

구분

월평균추정

근로소득

보험료율

(1.7∼3.4)

월보험료

세대수

지역보험료

소득추정

결정규칙
계 본인부담 사용자부담

1 1,254,843

1.7 21,340 10,670 10,670

8,316

표15
참조

2.8 35,140 17,570 17,570

3.4 42,660 21,330 21,330

2 1,580,413

1.7 26,860 13,430 13,430

6,3622.8 44,260 22,130 22,130

3.4 53,740 26,870 26,870

3 1,734,998

1.7 29,500 14,750 14,750

2,8232.8 48,580 24,290 24,290

3.4 58,980 29,490 29,490

4 1,534,427

1.7 26,080 13,040 13,040

1,6552.8 42,960 21,480 21,480

3.4 52,180 26,090 26,090

5 1,879,011

1.7 31,940 15,970 15,970

2,4222.8 52,620 26,310 26,310

3.4 63,880 31,940 31,940

6 1,546,208

1.7 26,280 13,140 13,140

1,0892.8 43,300 21,650 21,650

3.4 52,580 26,290 26,290

7 2,142,230

1.7 36,420 18,210 18,210

1,4532.8 59,980 29,990 29,990

3.4 72,840 36,420 36,420

8 2,471,462

1.7 42,020 21,010 21,010

2,3202.8 69,200 34,600 34,600

3.4 84,020 42,010 42,010

9 1,544,087

1.7 26,240 13,120 13,120

1,6542.8 43,240 21,620 21,620

3.4 52,500 26,250 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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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구간

구분

월평균추정

근로소득

보험료율

(1.7∼3.4)

월보험료

세대수

지역보험료

소득추정

결정규칙
계 본인부담 사용자부담

10 1,872,552

1.7 31,840 15,920 15,920

6,225

표15

참조

2.8 52,440 26,220 26,220

3.4 63,660 31,830 31,830

11 2,143,476

1.7 36,440 18,220 18,220

11,9642.8 60,020 30,010 30,010

3.4 72,880 36,440 36,440

12 2,215,594

1.7 37,660 18,830 18,830

1,3382.8 62,040 31,020 31,020

3.4 75,340 37,670 37,670

13 2,616,812

1.7 44,480 22,240 22,240

5,3072.8 73,280 36,640 36,640

3.4 88,980 44,490 44,490

14 2,312,653

1.7 39,320 19,660 19,660

1,9022.8 64,760 32,380 32,380

3.4 78,640 39,320 39,320

15 2,220,574

1.7 37,740 18,870 18,870

4,4932.8 62,220 31,110 31,110

3.4 75,540 37,770 37,770

16 2,745,497

1.7 46,680 23,340 23,340

4,9682.8 76,880 38,440 38,440

3.4 93,340 46,670 46,670

17 2,332,351

1.7 39,640 19,800 19,800

1,3312.8 65,300 32,650 32,650

3.4 79,300 39,650 39,650

18 2,881,564

1.7 48,980 24,490 24,490

3,6012.8 80,680 40,340 40,340

3.4 97,980 48,990 4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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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구간

구분

월평균추정

근로소득

보험료율

(1.7∼3.4)

월보험료(원)
세대수

지역보험료

소득추정

결정규칙계 본인부담 사용자부담

19 3,262,211

1.7 55,460 27,730 27,730

4,160

표15

참조

2.8 91,340 45,670 45,670

3.4 110,920 55,460 55,460

20 2,789,087

1.7 47,420 23,710 23,710

3892.8 78,100 39,050 39,050

3.4 94,820 47,410 47,410

21 2,477,656

1.7 42,120 21,060 21,060

1,0182.8 69,380 34,690 34,690

3.4 84,240 42,120 42,120

4.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

적용 보험료의 비교 , 분석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지역보험료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는 의사

결정나무분석에서 나타난 월평균 추정근로소득에 표본집단 지역평균보험료율(1.7%)을 적

용하였으며 현적용 지역보험료는 근로소득결정규칙(표19)에 의하여 산출된 값을 적

용하였다. 이 두 값에 대한 p aired T-test 결과(표19), 95%신뢰구간에서 양측검정

유의확률이 0.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험료가 상승, 하락한 구간과 변동

폭이 큰 4개의 구간에 대한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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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적용 지역보험료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

험료(통합모델보험료)보다 작게 나타난 구간의 경우

1) 총 21개 구간중 현적용 지역보험료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

을 적용한 보험료보다 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 8개구간의 변동폭은 최저 2%에

서 최고 20%였다. 보험료 하락 8개구간(1,2,3,9,10,11,15,16)은 의사결정 구조(그림 12)

에서 3차 변수가 모두 평가소득 성별, 연령점수로 나타났다. 결정규칙의 평가소득

성별, 연령점수구간은 평점(1,9,15)〈6, 6〈평점(2,10,16)〈13∼14, 13∼14〈평점(3,11)

구간으로 평점구간의 폭이 좁을 수록 현재 부담기준인 지역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추가 부담(2∼20%)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소득 성, 연령 산정점

수가 재산보험료에 비하여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

다.

2)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큰 1, 2구간(표 17)을 보면 1구간(근로소득 1,254,843

원)의 경우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는 현재 적용 받는

보험료 17,070원(평균보험료 대비 46.5%)보다 20%가 많은 21,340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율이 큰 것은 연령층이 낮고 가구원수(1∼2명)가 적은 근로자일수록

연령층이 높은 근로자보다 추정근로소득에 비해 재산보유정도가 평균재산보험료(1

0,242원)보다 훨씬 낮은 1,822원(17.8%)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직장보험료 부과

요소인 근로소득과 지역보험료 부과요소인 재산 등의 흐름이 가장 불형평성을 보

여주는 구간으로 통합보험료 모델 적용시 저소득층 구간에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구간(근로소득 1,580,413원)의 경우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는 지금 적용 받는 지역보험료 23,310원보다 13%가

많은 26,860원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요인은 평가소득 성별, 연령점수가 6점 이

상이고 14.5점보다 작은 구간으로서 연령층이 낮고 가구원수(2∼3명)가 적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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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수록 연령층과 가구원수가 많은 근로자보다 낮기는 하지만 1구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1번 구간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표 17.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도출된규칙을적용한보험료와현적용지역보험료의비교(1, 2구간)

소득계층

구 간

월평균추정

근로소득(원)
세 대 수

결 과 비 교(원)

마이닝결과

보 험 료(A)

현적용지역

보험료(B)

금액차이

(A-B)

1 1,254,843 8,292 21,340 17,070 4,270(20%↓)

2 1,580,413 6,343 26,860 23,310 3,550(13%↓)

표본평균 2,170,878 36,879 36,739 140(0.4%↓)

소득계층

구 간

평균연령

(세)

평균평가소득

성별.연령점수(점)

평균가구원수

(명)

평균재산

보험료(원)

1 34.80 9.98 2.31 1,822

2 36.10 12.01 2.99 4,485

표본평균 37.67 12.49 3.10 10,242

나. 현적용 지역보험료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

(통합모델보험료)보다 크게 나타난 구간의 경우

1) 총 21개구간 중 현적용지역보험료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

을 적용한 보험료보다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 13개구간의 변동폭은 최저 1%

미만에서 최고 8%(21구간, 근로소득 2,477,656원)였다. 보험료 상승 13개구간(4,5,6,7,

8,12,13,14,17,18,19,20,21구간)은 의사결정나무구조(그림 12)에서의 3차 변수는 평가소

득 성별, 연령점수(4,5,6,12,13,14구간), 재산보험료(7,818,19,20구간), 자동차보험료(21

구간)로 나타났다. 결정규칙의 평가소득 성별, 연령점수구간은 평점(4,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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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평점(5,13)〈14∼16, 평점(6,14)〉 14∼16으로 표본집단 평균점수 12.5보다

크면서 평점구간의 폭이 클수록 근로소득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산보험료구간(7,8,18,19,20)은 재산보험료(7,18)〈21,850∼23,750원, 23,750

〈재산보험료(19)〈40,850원으로 표본집단 평균재산보험료 10,241원 보다 훨씬 큰

구간일수록 현적용 지역보험료가 소폭으로 더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1

구간은 근로소득이 2,477,656원으로 현적용 보험료(45,600원)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

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42,120원)의 8%인 3,480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재산보험료가 44,650원보다 크면서 5,650원〈차보험료〈2

6,350원에 해당하는 1,018세대로 표본집단 평균세대당 자동차보험료 3,984원보다

높은 집단에서 현적용 지역보험료(45,600원)는 표본평균 보험료(36,739원)의 1.24배

이나 자동차보험료는 평균자동차보험료 보다 2.87배가 많은 11,470원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료 등급구간에서 일부 불형평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8.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도출된규칙을적용한보험료와현적용지역보험료의비교(20, 21구간)

소득계층

구 간

월평균추정

근로소득(원)
세대수

결 과 비 교(원)

마이닝결과

보 험 료(A)

현적용지역

보험료(B)

금액차이

(A-B)

20 2,789,087 389 47,420 49,630 -2.210(4.5%↑)

21 2,477,656 1,018 42,120 45,600 -3,480(7.6%↑)

표본평균 2,170,878 36,879 36,739 140(0.4 %↓)

소득계층

구 간

평균연령

(세)

평균평가소득

성별.연령점수(점)

평균가구원수

(명)

평균자동차

보험료(원)

20 44.66 16.47 4.15 10,367.10

21 44.42 16.66 4.19 11,470.63

표본평균 37.67 12.49 3.10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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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보험료의 종

합적 비교, 분석

종합해 볼 때 표 18과 같이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했을

때 구간별 평균보험료는 36,879원이었고 현적용 구간별 평균보험료는 36,739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득구간별 보험료 중 지금 내는 보

험료보다 덜 부담해야 하는 구간이 21개구간 중 62%에 해당하는 13개구간이었으

며 반면에 더 부담해야 하는 구간은 38%에 해당하는 8개구간이었다. 변동폭이 큰

구간을 보면 표 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락 1, 2구간, 상승 20, 21구간에서 변

동율이 5∼2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1, 2구간에서 현적용 지역보험

료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 평가소득 성별. 연령점수로 나

타났다. 그 요인은 연령층이 낮고 가구원수(1∼2명)가 적은 근로자일수록 연령

층이 높은 근로자보다 추정근로소득에 비해 재산보유정도가 평균재산보험료보

다 훨씬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보험료 부과요소인 재산보험료 등

급구간에서 불형평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적용 보험료가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보다 크게 나타난 20, 21구

간의 변수는 평가소득 성별, 연령별점수,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로서 유의한 차

이는 없었지만 주영향 변수인 자동차보험료 등급구간별 보험료에서 일부 불형평성

이 있었다.

이는 표 20에서도 나타나듯 현적용 보험료 증가지수에서 변동구간에 해당하는

증가지수는 근로소득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평균 추정근로소득과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의 평균

증가지수는 1.7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현적용 지역보험료 평균 증가지수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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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 4개구간을 제외하고는 소득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지역

보험료의 구간별 차이정도를 그림 10에서 비교해 본 결과 1, 2, 20, 21구간을 제외

하고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월평균 추정근로소득에 의해 산출된 데이터마이닝기

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의 타당성은 입증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소득파

악률 저조, 표본집단의 제한성 등 한계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제약점이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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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츨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지역보

험료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구간

구분

월평균추정

근 로 소득

결 과 비 교

t값
유의

확률마이닝결과(A)
현적용

지역보험료(B)
금액차이(A-B)

1 1,254,843 21,340 17,070 4,270 0.359 0.723

2 1,580,413 26,860 23,310 3,550

3 1,734,998 29,500 27,550 1,950

4 1,534,427 26,080 26,210 -130

5 1,879,011 31,940 32,100 -160

6 1,546,208 26,280 27,020 -740

7 2,142,230 36,420 36,750 -330

8 2,471,462 42,020 43,050 -1,030

9 1,544,087 26,240 24,460 1,780

10 1,972,552 31,840 30,250 1,590

11 2,143,476 36,440 35,740 700

12 2,215,594 37,660 38,440 -780

13 2,616,812 44,480 45,000 -520

14 2,312,653 39,320 40,690 -1,370

15 2,220,574 37,740 37,190 550

16 2,745,497 46,680 45,780 900

17 2,332,351 39,640 39,960 -320

18 2,881,564 48,980 49,520 -540

19 3,262,211 55,460 56,310 -850

20 2,789,087 47,420 49,630 -2,210

21 2,477,656 42,120 45,600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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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근로소득구간별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

적용 보험료의 증가지수 변화추이

구간

구분

월평균추정

근 로 소득

증가지수

(1구간대비)

결 과 비 교

마이닝결과보

험료(A )

증가지수

(B )

현적용지역

보험료(B)

증가

지수

1 1,254,843 21,340 17,070

4 1,534,427 1.22 26,080 1.22 26,210 1.54

9 1,544,087 1.23 26,240 1.23 24,460 1.43

6 1,546,208 1.23 26,280 1.23 27,020 1.58

2 1,580,413 1.26 26,860 1.26 23,310 1.37

3 1,734,998 1.38 29,500 1.38 27,550 1.61

10 1,872,552 1.57 31,840 1.57 30,250 1.77

5 1,879,011 1.50 31,940 1.50 32,100 1.88

7 2,142,230 1.71 36,420 1.71 36,750 2.15

11 2,143,476 1.71 36,440 1.71 35,740 2.09

12 2,215,594 1.77 37,660 1.77 38,440 2.25

15 2,220,574 1.77 37,740 1.77 37,190 2.18

14 2,312,653 1.84 39,320 1.84 40,690 2.38

17 2,332,351 1.86 39,640 1.86 39,960 2.34

8 2,471,462 1.97 42,020 1.97 43,050 2.52

21 2,477,656 1.97 42,120 1.97 45,600 2.67

13 2,616,812 2.09 44,480 2.09 45,000 2.64

16 2,745,497 2.19 46,680 2.19 45,780 2.68

20 2,789,087 2.22 47,420 2.22 49,630 2.91

18 2,881,564 2.30 48,980 2.30 49,520 2.90

19 3,262,211 2.60 55,460 2.60 56,310 3.30

평균 2,170,878 1.73 36,879 1.73 36,73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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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데이터마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지역보험

료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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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고 찰

직장가입자집단과 지역가입자집단간 보험료 분담비율 결정방법에는 계층간

수평적 형평성을 위한 적용인구비율, 양출제입의 원칙에 의한 보험급여비 구

성비율, 그리고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소득 또는 재산의 구성비율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적용인구비율이나 보험급여비 구성비율에 따

른 보험료 부과방법은 집단간 형평성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집

단간 형평성 문제의 수용차원에서 직장가입자집단과 지역가입자집단간의 평균

소득이나 평균재산 등 집단간 부의 계측치를 이용하여 분담비율의 비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계청(1996)에 따르면 1996년도 근로자

평균소비 지출액은 약 178만원, 자영자 평균소비지출액은 약 164만원으로, 양

집단의 평균재산은 보험자가 부과요소로 구축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통하여 상당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득과 소비 또는 재산과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보험료부담의 상대비율을 이용하여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분담율 비중도를 조정한다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집단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험분야의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데이타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지역의료보험료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통합의료보험 부과체계 모형

제시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보험

료 부과체계를 가지고서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

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시스템에 데이터마이닝 기

법이 도입된다면 추정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부과요소를 추가로

개발·도입하여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보험료 부과정보 인프라

구조의 구축과 함께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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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의료보험료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인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의료보험가입자 중 1999년도 현재 국민의

료보험관리공단 전산자료의 보험료 부과화일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 등의 지역

보험료 부과자료를 보유한 234,224명(직장가입피보험자 74,816명 포함)에 대한

보험료 부과요소와 근로소득(가산정보수월액)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따

라서 표본수가 총직장가입자 1,652만명 중 1.42 %로 전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가산정보수월액)과 18개 변수간의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고 근로소득(가산정보수월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의료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파

악율이 저조하고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요소의 배분율은 실질소득과 거리가 있

으며 지역ㆍ직장간 의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문제는 집단간 갈등의 소지가 내

재되어 있다.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보험료 부과

가능요소의 점진적 확대와 그 구성요소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패턴을 기초로

한 예측분석으로 지식경영시스템체계로의 대전환이 긴요한 실정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명백하게 설정해 놓고 단

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부

과표준소득의 산정,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지역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부과체계 개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

을 확보하는 부과체계 개발, 부과체계 개발에 따른 보험재정 수입추계 시뮬레

이션 등을 들 수 있다.

직장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동차 등을 지역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세대당 월평균 36,006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개인부담 보험료만 비교시 약 10,000원 정도를 지역가입자가 더 부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가부담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지원이나 보험료 부과요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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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을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소득의 결정요인은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주요상관변수인 재산보험료, 자동

차보험료, 평가소득 성·연령점수, 평가소득 재산점수, 평가소득 자동차점수인

데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적정그룹을 3(평균제곱오차 1.24)으로 하여 의사결정

분석을 한 결과 각 소득계층별로 소득의 결정요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분석결과 소득계층은 21단계로 분류되었으며 1차변수는 자동차보

험료, 2차변수는 재산보험료, 평가소득재산점수, 재산보험료, 3차변수는 평가소

득 성별, 연령점수,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로 하였다. 21단계별 추정월평균

근로소득(가산정보수월액)은 최저 1,254843원(1 단계)에서 최고 3,262,211원(19

단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의료보험요소에 기초한 근로소득결정규칙에

의하여 추정소득모형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분석결과 산출된 월평균 추정근로소득은 2,178,878원으로 데이터마

이닝기법에서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와 현적용 지역보험료의 월평균 보

험료액은 각각 36,879원과 36,73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보험료 중 지금

내는 보험료보다 덜 부담해야 하는 구간이 21구간 중 62%에 해당하는 13개

구간이었으며 보험료를 최고로 적게 부담하는 구간은 21구간으로 최고 8 %정

도 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더 부담해야하는 구간은 21개구간

중 38%에 해당하는 8개구간이었으며 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부담하는 구간은

1구간으로 20%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변동폭이 큰 4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인 1, 2구간은 재산보험료 등급구간에서 20, 21구

간은 자동차보험료 등급구간에서 일부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나 총 21구간중 동

4개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7개구간에서는 월평균 추정근로소득과 데이터마이

닝기법에 의해 도출된 규칙을 적용한 보험료 및 현적용 지역보험료 증가지수

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연구의 제한상황을 극복

해 나간다면 실무적용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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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있어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 모형개발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

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통합의료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모델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표

본집단 선정시 고양시 직장가입자 중 재산 등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요소 보유

자(과세소득 및 전월세부과자료 제외)에 한하였으며 공무원, 교직원, 군인 가입

자는 제외하였다. 고양시는 수도권 근교도시이면서 복합영농가구수도 상당하

고 주거형태가 아파트단지로 밀접해 있으면서 일정소득을 가진 중산층이 대종

을 이루는 특성이 있어 전체집단을 대표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둘째, 객관적 소득자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소득을 조사하는 직

접적인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소득능력

을 추정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추정능력의 한계만큼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앞으로 실제소득을 조사확인하고 소득능력을 추정

하는 보다 정교한 방법을 개발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향후의 연구방향은 소득파악율을 높이는

방법의 지속적인 연구와 현재 파악된 소득범위 내에서 데이터마이닝 등 신정보

기술을 이용한 추정소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시스

템을 구현함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이

용도분석, 진료비 삭감율분석, 질병패턴분석, 건강진단분석, 경영분석 등 다차원적

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분야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은 데이터 위주의 접근방법으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데이타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지식발굴방법과 지식위주의 접근방법

으로서 상징적 추론방법인 규칙베이스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역

의료보험료 부과는 소득파악율이 저조(28%)하여 형평성있는 보험료부과에는 한계

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1998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득단일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조문이 시행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1년만인 19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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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개정된 바 있다. 그만큼 소득에 의한 단일부과체계 모형은 보험료부과체계의

가장 이상형이지만 완전한 소득을 파악하여 적용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렇지만 소득파악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 소득파악으로

서 보험료부과대상 개인이나 세대의 소득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정확성이 높을 것이나 정확한 정보제

공여부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간접적 소득파악 방법으

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의하여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러한 요소로 재산요소로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 무체재산권을 들 수 있고, 인적

자원요소로 경험, 직업, 경제활동참가율을, 소비지출요소로 각종 공과금, 사업장크

기, 재료비를, 지역요소로 거주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실제 보험료부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찰하기 쉽고, 수집하

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객관적 계량화가 용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 모든 사

람들의 수용가능성이 커야 한다. 동시에 부과요소간의 상관관계, 패턴, 추세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보편타당한 보험료 부과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료 결정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연간 1회로 하여 변동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도가 쉽고 효율적인 지식정보를 탐사ㆍ적용할 수 있는 신

정보지식 기술인 데이터마이닝 기법활용을 실용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차원에서 단

계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ㆍ활용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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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데이터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관심있는

지식 또는 규칙이나 패턴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마

이닝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지식발견의 중요한 단계로 이해되며 그밖에도 데

이터의 선택, 사전처리, 변형, 해석 및 평가 등의 부가적인 단계를 포함하여

KDD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통계적 방법의 응용분야로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데이터마이닝

은 효율적인 데이터마이닝 도구들의 출현과 기업 및 인식의 변화로 적용과 성

공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 데이터마이닝 프로젝트는 대

규모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며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므

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통합된 데이터가 필요하

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더 발달된 통계 알고리즘의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검토와 새로운 부과규칙

의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고양

시에 거주하는 전체 직장의료보험가입자였으며, 연구 자료는 국민의료보험관

리공단의 보험료부과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절차는 첫째, 의료보험료 부과

규칙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보험료 결정 기준들과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둘째, 데이터마이닝 방법중

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새로운 의료보험료 부과규칙을 도출하였

다. 셋째, 새로운 규칙에 의해 의료보험료 부과계층을 21단계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의료보험료를 산출하였으며, 넷째, 현재의 의료보험료와 새로 산출된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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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험에의 지

식경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월

평균 27,700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를 지역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36,006원으로, 같은 수준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10,000원 정

도를 더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로소득과 보험료 부과요소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요소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이는 현재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파악

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에게 현재의 지

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했을 때, 재산이 많은 직장인이 재산이 적은 직장인

에 비해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제곱오차(ASE)가 의사결정나무분석이 1,135,512, 회귀분석

이 176,560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모델은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

였다. 또한 현재의 지역보험료와 소득결정규칙에 의해 산출된 의료보험료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부과에 있어 지식경영시스템 도입의 전략과

제를 제시하면 먼저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부과표준소득을 산정

하고,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표준소득등급체계를 개발하며, 표준소득등급에 따

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을

확보하는 부과체계를 개발하여야 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을 확

보하는 부과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과체계 개발에 따른 보험재

정수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일개 지역의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같은 연구방법이

의료보험자료와 같은 대규모의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매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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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의료보험분야에 있어서 지식경영의

도입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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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 ev elopm ent of the know ledge m anagem ent sy stem in

m edical insurance

- Rate-setting system for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using data mining

approach -

Wang Shik Yo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 .D.)

Th e p u rp ose of th is stu dy w as to p resen t a n ew ap p roach to th e h ealth

in su rance rate-settin g system u sin g d ata m inin g ap p roach . Sp ecifically, n ew

rate-settin g ru les w ere d erived from th e d ecision tr ee an d th ey w ere

v alid ated in th is stu d y . Th e su bjects of this stu d y w ere th e ben eficiaries in

Goyan g city exclu d in g gov ernm ent officials an d teach ers. Medical in su rance

claim s d ata from th e Korean M edical In su rance Corp oration w ere u sed in

this stu d y .

Th e resu lts of this stu d y w ere as follow s:

First, Th e b en eficiar ies of th e w orkm an' s in su rance p aid abou t 27,000

w on p er m onth .

Secon d , th e relation ship s betw een m onth ly salary an d each com p on en t of

th e p rem iu m w 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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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 if th e cu rren t region al h ealth in su ran ce rates w ere ap p lied to th e

w orkm an' s in su rance enrollees, th e en rollees w ith a greater am ou nt of

p rop erty w ou ld h ave b een p aid m ore th an th ose w ith a low er am ou n t of

p rop erty .

Fou rth , in an an alysis of th e factors affectin g incom e, th e d ecision tree

m eth od w as m ore effectiv e th an th e regression an alysis in term s of ASE.

Fin ally, th e r egion al h ealth in su ran ce p rem iu m w as n ot sign ifican tly

d ifferent from th e p rem iu m d eriv ed from th e in com e d ecision ru les

gen erated by th e d ecision tree.

Based on th e abov e resu lts, th e follow in g strategies w ere recom m en d ed :

First, th e v alu e-ad d ed incom e lev el sh ou ld b e estim ated based on

b en eficiary' s p rop erty an d an ability to p ay .

Secon d , th e in com e classification system an d th e related rates sh ou ld be

revised b ased on th e valu e-ad d ed in com e lev el in ord er to achieve equ ity

am on g ben eficiaries.

Third , fin an cial con sequ ence of th is n ew rate-settin g system sh ou ld be

sim u lated u sin g fin an cial sim u lation m od el to fu rth er an alyse th e effects of

th e n ew sy stem .

Th ere w ere som e lim itation s in th is stu d y . Stu d y su bject w as restr icted

to only on e city an d th erefore it cou ld n ot be gen eralized . Fu rth er , a

n u m ber of d ata set for v alid ation w as lim ited so th at th e n ew ly d esign ed

in su rance rates cou ld n ot b e ad equ ately valid ated . H ow ev er , th is stu dy

seem s to contribu te to en h ancin g rate-settin g p rocess by introdu cin g n ew

ap p roach su ch as d ata m inin g techn ology .

Key w ord s: h ealth in su rance rate-settin g, d ata m inin g, d 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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