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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현존하는 데이터의 90%이상은 기존의 데이터/통계 분석으로는 불가능한 비정형 Data(글, 이미지, 음성 등)로 구성되어 있어

텍스트로 구성된 Data로 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

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이라고 하는데 “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수업시간에 실제로 R을 배운다는 기대가 컷지만 강의시간의 부족 및 저사양의 PC 등으로 R을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R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이번 발표내용으로 R을 사용하여 비지니스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R과 친숙해지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Data Analytics (이건웅 교수님 수업자료)

* R까기 2 (박찬성, 우현종,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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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비즈니스 문제 도출

사람들이 “생명보험” 및 “교보생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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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데이터 수집 및 이해(5/1)

• 수집 및 추출 공간 : Naver 지식in

• 산출 기간 : 2017.1.1 ~ 2018.06.06

• 검색조건 : ① “생명보험”을 포함한 지식in 질문들

② “교보생명”을 포함한 지식in 질문들

• 산출된 자료 크기 : ① 생명보험 관련 지식in 질문에서 1,431건 추출됨

② 교보생명 관련 지식in 질문에서 1,454건 추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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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데이터 수집 및 이해(5/2)

> year_F <- 2017  # 기간 (20170101 ~ 20181231)
> year_T <- 2018
> base     <- "http://kin.naver.com/search/list.nhn?sort=none&query="
> keyword  <- "생명보험"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입력
> period   <- paste("&period=",year_F, ".01.01.%7C", year_T, ".12.31.", 
sep="")  
> page     <- "&section=kin&page="
> max_page <- 1000

> df <- vector("list", length = max_page)
> 
> for (i in 1:max_page) {
+   
+  page_num <- i
+ 
+  link <- paste(base, keyword, period, page, page_num, sep="")
+  Naver_in <- read_html(link); Naver_in
+ 
+  results <- Naver_in %>% html_nodes("._nclicks\\:kin\\.txt") 
+  N_results <- length(results)
+ 
+  records <- vector("list", length = N_results)
+  
+  q_date <- Naver_in %>% html_nodes(".txt_inline") %>% html_text(trim = TRUE)
+ 
+  for (j in 1:N_results) {
+     q_title <- xml_contents(results[j]) %>% html_text(trim = TRUE) 
+     q_title <- paste(q_title, collapse =" ")
+     date    <- as.Date(q_date[j], "%Y.%m.%d")
+     records[[j]] <-data_frame(Enquiry = q_title, Date = date)  
+     
+     
+    records[[j]] 
+    paste("j => ", j)
+    paste("N_results => ", N_results)
+    
+    }
+    
+   df[[i]] <- bind_rows(records)
+  
+  }
> Final <- bind_rows(df)
> 
> folder <- "C:/R_TEST/LIFE_INSURE/" # 결과 파일이 저장된 폴더 지정
> write.csv(Final, file =paste(folder,"Naver_",keyword,".csv", sep = ""))

q Naver 지식in 데이터 가져오기 (주요부문)

- 자료구조 df

- 2차원 배열

- For Loop를 중첩해 돌려

실제 자료를 가져옮

# “Naver_생명보험.csv”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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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데이터 수집 및 이해(5/3)

> head(data_KB)

X                           Enquiry           Date

1 1     생명보험 문의드려요 와이프 아버님이 2018-04-29

2 2     생명보험 가압류 2018-03-28

3 3     10년전 가입한 농협 생명 보험 인데ㅡ 2018-06-01

4 4     사후동의가 존재하는 타인의 생명보험 이...   2018-01-20

5 5     산업재해시 생명보험 청구 2018-06-02

6 6     생명보험 유방 전기간부담보로 가입했었 2018-05-30

> 

> data_1 <- as.character(data_KB[,2])

> data_1[duplicated(data_1)]

> rm(list=ls(all=TRUE))
> 
> keyword  <- "생명보험" 
> 
> data_KB <- read.csv(paste("Naver_",keyword,".csv", sep = ""))

# ---------------------- 키워드 추출 (Naver_생명보험.csv) ----------------

# ---------------------- 데이터 보기 (data_KB) ---------------------------

q 자료 분석 (전체 소스)

# ---------------------- 자료전환 및 날짜 자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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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데이터 수집 및 이해(5/4)

> data_2 <- data_1[!duplicated(data_1)]
> 
> num_questions <- length(data_2)

> num_questions
[1] 1431

> data_2[1:100]

# ---------------------- 변환 데이터 (data_2)  --------------------------

# ---------------------- 데이터 보기 (data_2 : 1 ~ 100 개만) --------------

[1]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문제로 이혼?"          

  [2] "생명보험 문의드려요 와이프 아버님이"       

  [3] "생명보험 가압류"                           

  [4] "10년전 가입한 농협 생명 보험 인데ㅡ"       

  [5] "사후동의가 존재하는 타인의 생명보험 이..." 

  [6] "산업재해시 생명보험 청구"                  

  [7] "생명보험 유방 전기간부담보로 가입했었"     

  [8] "생명보험 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9] "농협 생명 보험 질문드립니다."              

[10] "인터넷으로 한화 생명 보험 약관 다운받"     

[11] "제 보험 확인 후 조정 및 조언 부탁..."      

[12] "20살 남자아이 NH농협 생명보험 에서"        

[13] "실비 보험 은 가입전 증권나오잖아요 생명"   

[14] "안녕하세요 아버지 생명보험 가입 문의..."   

[15] "비과세 종신 보험 국민 생명 , 신한 생명"    

[16] "안녕하세요 한화 생명 보험 해지 할려고하"   

[17] "동양 생명 암 보험 질문합니다"              

[18] "구미 에서 생명보험 가입 하고 싶은데"       

[19] "생명 ? 손해 보험 ?"                        

[20]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질문이요~"             

[21]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분석하고싶어요!!!"     

[22] "생명보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요"          

[23] "단체보험으로 타인의 생명보험 을..."        

[24]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의 효력"

[25] "생명보험 자격증 취득 질문"                 

[26] "삼성 생명 의 신바람건강 보험 을 가입했으며"

[27]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생명보험 ..."      

[28] "삼성 생명보험 주보험최소로가져가면서 실"   

[29] "20대 여성보험리모델링( 생명보험 )"         

[30] "어머님이 삼성 생명 여성시대 보험 을 가"    

[31] "한화 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 보험 (1"

[32] "생명보험 과 화재보험 차이.."               

[33] "생명보험 가입"                             

[34] "생명보험 암보험, 손해보험 암보험..."       

[35] "삼성 생명 보험"                            

[36] "생명보험 질문있어요"                       

[37] "현재 생명보험 아래 사진대로 가입되어"      

[38]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 에..."     

[39] "생명보험 질문"                             

[40] "생명보험 ,건강보험 직무와 실제 업무..."    

[41] "농협 생명보험"                             

[42] "교보 생명 실비 보험 어떤가요?"             

[43] "삼성 생명 암 보험"                         

[44] "생명보험 추천"                             

[45] "생명보험 들고싶은데요 제가 아는게 많이..." 

[46] "한화 생명 실비 보험 에 대해 문의 합니다"   

[47] "동양 생명 보험 프리스타일 암케어..."       

[48] "생명보험 보상"                            

[49]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궁금합니다!!"          

[50] "교보 생명보험 실비 질문입니다 무배당교"    

[51] "교보 생명 보험 해지 문의 입니다 원래"      

[52] "한화 생명 보험 상담 질문드려요"            

[53]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알려주세요~~~"         

[54] "생명보험 수령인"                           

[55] "한화 생명 전환유니버셜 CI 보험 에 관해"     

[56] "생명보험 회사순위 어디서?"                 

[57] "삼성 생명보험 의료실비 진단서등등 서류"    

[58] "한화 생명 보험 관련 질문"                  

[59] "농협 생명 보험 해지 문의"                  

[60] "현대해상 생명보험 어디서 ?!"               

[61] "어린이 생명보험 어디가 좋은가요?"          

[62] "(무) 슈퍼드림종신 한화 생명 보험 ..."      

[63] "사실혼관계 생명보험 가입 가능유무"         

[64] "6월에 생명보험 시험을봐야하는데 예상문"    

[65] "생명보험 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66] "한화 생명 보험 설계좀 봐주세요."           

[67] "교보 생명 의료실비 보험 좋은가요???"       

[68] "보험 (한화 생명 ) 질문좀 드릴게요"         

[69] "KDB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가입??"            

[70]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어디죠?"               

[71] "생명보험 비교 질문이요"                    

[72] "생명보험 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이..."  

[73] "신한 생명 보험 질문이용"                   

[74] "삼성 생명 실손 보험  보험 료 보상받으려고" 

[75] "생명보험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76] "생명보험 과 화재보험 비교 좀..."           

[77] "한화 생명 보험 계약대출"                   

[78] "암보험 문제 코드 D32.9 (흥국 생명보험 )"   

[79]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궁금"                  

[80] "정기 생명보험 보험료 문의"                 

[81] "암 보험 질문이요( 생명 ,손해)"             

[82] "아기 생명보험 순위 부탁드립니다."          

[83] "한화 생명 실비 보험 좋을까요?"             

[84] "한화 생명 플러스 저축 보험"                

[85] "손해보험 실비와 생명보험 실비"             

[86] "제 생명보험 유지할지 해지할지..."          

[87] "동양 생명 치아 보험 준비해볼까요???"       

[88] "삼성 생명보험 해약"                        

[89] "DB 생명 보험 The좋은 100세상해 보험..."     

[90] "삼성 생명 신바람건강 보험 장해급여금 질"   

[91] "한화 생명 어린이 보험 궁금합니다!!"        

[92] "삼성 생명 연금 보험 복잡한가요?"           

[93] "라이나 생명보험 질문"                      

[94] "한화 생명 보험 실비 문의요..."             

[95] "삼성 생명보험 실효후 재가입"               

[96]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문의입니다 꼭..."    

[97] "생명 보험"                                 

[98] "교보 생명 보험 환급금"                     

[99] "생명보험 영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100] "어린이 생명보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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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데이터 수집 및 이해(5/5)

q Naver 지식in에서 “생명보험＂ 으로 검색한 비정형 데이터를 “R”을 이용해 csv파일 저장 및 필요부문 추출

순서 내용 날짜

1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문제로 이혼? 2017-09-12

2 생명보험 문의드려요 와이프 아버님이 2018-04-29

3 생명보험 가압류 2018-03-28

4 10년전 가입한 농협 생명 보험 인데ㅡ 2018-06-01

5 사후동의가 존재하는 타인의 생명보험 이... 2018-01-20

6 산업재해시 생명보험 청구 2018-06-02

7 생명보험 유방 전기간부담보로 가입했었 2018-05-30

8 생명보험 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2017-07-05

9 농협 생명 보험 질문드립니다. 2018-05-26

10 인터넷으로 한화 생명 보험 약관 다운받 2018-05-10

11 제 보험 확인 후 조정 및 조언 부탁... 2018-05-24

12 20살 남자아이 NH농협 생명보험 에서 2018-05-31

13 실비 보험 은 가입전 증권나오잖아요 생명 2018-04-11

14 안녕하세요 아버지 생명보험 가입 문의... 2018-04-11

15 비과세 종신 보험 국민 생명 , 신한 생명 2018-04-27

16 안녕하세요 한화 생명 보험 해지 할려고하 2018-06-05

17 동양 생명 암 보험 질문합니다 2018-03-21

18 구미 에서 생명보험 가입 하고 싶은데 2018-05-23

19 생명 ? 손해 보험 ? 2017-09-26

20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질문이요~ 2018-04-23

21 생명보험 비교사이트 분석하고싶어요!!! 2018-05-01

22 생명보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요 2018-02-15

23 단체보험으로 타인의 생명보험 을... 2018-01-20

24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의 효력 2018-01-20

25 생명보험 자격증 취득 질문 2018-05-01

26 삼성 생명 의 신바람건강 보험 을 가입했으며 2018-05-21

27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생명보험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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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데이터 Cleaning(3/1)

> data_2 <- gsub("한화", " ", data_2)
> data_2 <- gsub("ABL", " ", data_2)
> data_2 <- gsub("Abl", " ", data_2)
> data_2 <- gsub("abl", " ", data_2)
> data_2 <- gsub("알리안츠", " ", data_2)

> data_2 <- gsub("삼성", " ", data_2)

> data_2 <- gsub("흥국", " ", data_2)

> data_2 <- gsub("교보", " ", data_2)
> data_2 <- gsub("DGB", " ", data_2)
> data_2 <- gsub("dgb", " ", data_2)
> data_2 <- gsub("Dgb", " ", data_2)
> data_2 <- gsub("미래에셋", " ", data_2)
> data_2 <- gsub("KDB", " ", data_2)
> data_2 <- gsub("Kdb", " ", data_2)
> data_2 <- gsub("kdb", " ", data_2)
> data_2 <- gsub("DB", " ", data_2)
> data_2 <- gsub("db", " ", data_2)
> data_2 <- gsub("동부", " ", data_2)

> data_2 <- gsub("동양", " ", data_2)
> data_2 <- gsub("Met", " ", data_2)
> data_2 <- gsub("MET", " ", data_2)
> data_2 <- gsub("메트", " ", data_2)

> data_2 <- gsub("푸르덴셜", " ", data_2)
> data_2 <- gsub("Prudential", " ", data_2)
> data_2 <- gsub("신한", " ", data_2)

> data_2 <- gsub("처브", " ", data_2)
> data_2 <- gsub("CHUBB", " ", data_2)
> data_2 <- gsub("ING", " ", data_2)
> data_2 <- gsub("Ing", " ", data_2)
> data_2 <- gsub("ing", " ", data_2)
> data_2 <- gsub("하나", " ", data_2)
> data_2 <- gsub("KB", " ", data_2)
> data_2 <- gsub("Kb", " ", data_2)
> data_2 <- gsub("kb", " ", data_2)
> data_2 <- gsub("카디프", " ", data_2)

> data_2 <- gsub("BNP파리바카디프", " ", data_2)

> data_2 <- gsub("현대라이프", " ", data_2)

> data_2 <- gsub("라이나", " ", data_2)
> data_2 <- gsub("AIA", " ", data_2)
> data_2 <- gsub("Aia", " ", data_2)
> data_2 <- gsub("aia", " ", data_2)
> data_2 <- gsub("NH", " ", data_2)
> data_2 <- gsub("Nh", " ", data_2)
> data_2 <- gsub("nh", " ", data_2)
> data_2 <- gsub("농협생명", " ", data_2)
> data_2 <- gsub("PCA", " ", data_2)
> data_2 <- gsub("Pca", " ", data_2)
> data_2 <- gsub("pca", " ", data_2)
> 
> data_2 <- gsub("생명보험", " ", data_2)

> data_2 <- gsub(" 생명 ", " ", data_2)

> data_2 <- gsub(" 보험 ", " ", data_2)
> 
> data_2 <- gsub("ci", "CI", data_2)
> data_2 <- gsub("Ci", "CI", data_2)
> 
> 
> data_2 <- gsub("\\d+",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 data_2 <- gsub("\\'", " ", data_2)
> data_2 <- gsub("\\\"", " ", data_2)     # \ 삭제

q 분석에 관련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단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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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데이터 Cleaning(3/2)

q 문장형 데이터를 명사형 단어(키워드) 형태의 데이터로 변경

> data_3 <- sapply(data_2, extractNoun, USE.NAMES = F)

> data_3[1:100]

[[1]]
[1] "비교"   "사이트" "문제"   "혼"    

[[2]]
[1] "문의"   "드"     "와이프" "아버님"

[[3]]

[1] "가압" "류"  

[[4]]

[1] "년"   "가입" "한"   "농협" "ㅡ"  

[[5]]

[1] "사후동의" "존재"     "타인"    

[[6]]

[1] "산업재해" "시"       "청"       "구"      

[[7]]
[1] "유방"   "전기"   "간부"   "담보"   "가입했" "었"    

[[8]]
[1] "상속"     "관련"     "문의입니"

[[9]]

[1] "농협"   "드립니"

[[10]]

[1] "인터넷" "약관"   "다운"   "받"    

[[11]]

[1] "저"   "확인" "후"   "조정" "조언" "부"  

[[12]]

[1] "살"   "남자" "아이" "농협"

[[13]]
[1] "실비"           "은"             "가입"           "전"            

[[14]]

[1] "안녕"   "아버지" "가입"   "문"     "의"    

[[15]]

[1] "비과세" "종신"   "국민"   "생"     "명"    

[[16]]

[1] "안녕"   "해"     "할려고"

[[17]]

[1] "합니"

[[18]]
[1] "구미" "가입" "데"  

[[19]]

[1] "생명" "손"  

[[20]]
[1] "비교"   "사이트" "이요"  

[[21]]

[1] "비교"   "사이트" "분석"  

[[22]]
[1] "고지" "의무" "위반"

[[23]]

[1] "단체" "으로" "타인" "을"  

[[24]]
[1] "동"   "체결" "계약" "효"   "력"  

[[25]]

[1] "자격증" "취"    

[[26]]

[1] "의"       "신바람"   "건강"     "을"       "가입했으" "며"

[[88]]

character(0)

[[89]]
[1] "The좋은" "세상"   

[[90]]

[1] "신바람" "건강"   "장해"   "급여금" "질"    

[[91]]

[1] "어린이"   "궁금합니"

[[92]]
[1] "연금" "복잡" "한가"

[[93]]

[1] "     "

[[94]]
[1] "실비" "문"  

[[95]]

[1] "실효" "후"   "재가" "입"  

[[96]]
[1] "손해" "가입" "문의"

[[97]]

[1] "생" "명"

[[98]]
[1] "환급" "금"  

[[99]]

[1] "영업"     "궁금합니"

[[100]]
[1] "어린이" "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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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데이터 Cleaning(3/3)

q 의미 있는 키워드만 골라내기 ( 1자리 단어 < 키워드 < 8자리 단어 )

> data_4 <- unlist(data_3)

> data_4 <- Filter(function(x) {nchar(x) > 1 && nchar(x) < 8} , data_4)

> data_4[1:100]

[1] "비교"           "사이트"         "문제"          

  [4] "문의"           "와이프"         "아버님"        

  [7] "가압"           "가입"           "농협"         

[10] "사후동의"       "존재"           "타인"          

[13] "산업재해"       "유방"           "전기"          

[16] "간부"           "담보"           "가입했"        

[19] "상속"           "관련"           "문의입니"      

[22] "농협"           "드립니"         "인터넷"        

[25] "약관"           "다운"           "확인"          

[28] "조정"           "조언"           "남자"          

[31] "아이"           "농협"           "실비"          

[34] "가입"           "증권나오잖아요" "안녕"          

[37] "아버지"         "가입"           "비과세"        

[40] "종신"           "국민"           "안녕"          

[43] "할려고"         "합니"           "구미"          

[46] "가입"           "생명"           "비교"          

[49] "사이트"         "이요"           "비교"          

[52] "사이트"         "분석"           "고지"          

[55] "의무"          "위반"           "단체"          

[58] "으로"           "타인"           "체결"          

[61] "계약"           "자격증"         "신바람"        

[64] "건강"           "가입했으"       "알츠하이머병"  

[67] "여성"           "리모델"         "어머님"        

[70] "여성"           "시대"           "화재"          

[73] "손해"           "   "            "아래"          

[76] "사진"           "가입되"         "교통사고"      

[79] "사망"           "   "            "건강"          

[82] "직무"           "실제"           "실비"          

[85] "어떤가"         "들고싶은데요"   "실비"          

[88] "합니"           "프리"           "스타일"        

[91] "암케"           "비교"           "사이트"        

[94] "궁금합니"       "실비"           "무배당"        

[97] "상담"           "비교"           "사이트"        

[100]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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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정형 데이터로의 변환(문자 → 숫자)

q 단어들의 사용된 빈도수 계산

> write(unlist(data_4),"data_4_생명보험.txt“)   # --- 추출과정중 중간 단계에서 일시 저장 ------

> data_4 <- read.table("data_4_생명보험.txt“)

> wordcount <- table(data_4)

> wordcount # --- 추출된 자료 (wordcount)       ------

          변액         변액 CI     변액유니버   변액유니버셜
             9              2              2              5 
변액유니버셜 C 변액유니버셜종 변액자격시험센       변액적립
             3              2              1              1 
        변액종         변함없           병력      병명코드 m 
             1              1              1              1 
          병원       병원다니           보름           보상
             1              1              1              3 
          보장       보장및특       보장범위 보장범위에대해
            41              1              2              1 
    보장성이큰   보장알려주세     보장을받나           보증
             1              1              1              1 
        보충쫌           복잡           본인           봅니
             1              1              2              1 
          부과         부모님           부분           부인
             1              3              2              1 
          부탁     부탁드립니           부터           분류
             3              5              1              1 
          분석           분야          분쟁         비과세
             4              1              1              2 
          비교           비용           사람      사랑모아 C 
            47              1              2              1 
          사망         사망자           사본           사실
            11              2              1              1 
        사실혼         사이트           사진       사후동의
             1             37              1              1 
      산업재해           산재          삼^ㅅ            삼 X 
             1              1              1              1 
          상담         상담원         상대방           상속
             4              1              1              3 

      신용카드           신청           실버           실비
             1              1              2            123 
    실비보헝이           실속           실손           실제
             1              2              7              1 
          실효           아기     아는지인이           아래
             1              3              1              1 
    아무지점이         아버님         아버지           아이
             1              1              2              8 
        아이사           안녕           안심           안전
             1             8              1              1 
          알고     알고싶습니   알고싶어요ㅠ           알뜰
             1              2              1              3 
  알려주세요ㅠ     알려주셨으         알수없         알아보
             1              1              1              2 
    알아보는방   알츠하이머병           암케           압류
             1              1              1              1 
    애들앞으로           약관     약관에대해       어느정도
             1             10              1              1 
          어디         어디까         어떤가       어떤가요
             6              1             12              1 
어떤것들이있는     어떤것인가         어떤게         어떤지
             1              1              1              2 
      어떤지요         어떨까           어떻       어떻게되
             1              1              2              1 
      어떻게체       어떻게확       어렵습니         어린이
             1              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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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결과물 보고

q 가장 많이 쓰인 10개 단어

> head(sort(wordcount, decreasing=T), 10)

data_4

  실비   치아   가입   종신   비교   보장 사이트   회사     CI   손해

   123    104     99     72     47     41     37     36     34     31

# --- 결과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상위 10단어, 비율, label 로 설정해 이후 사용 ------

> top10 <- head(sort(wordcount, decreasing=T), 10)

> percent <- round(top10/sum(top10)*100,1)

> lab <- paste(names(top10), "\n", perc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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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결과물 보고_워드 클라우드(2/1)

q 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워드클라우드로 표현

> wordcloud(names(wordcount), freq=wordcount, scale=c(4,1), min.freq=1, 
max.words=200, random.order=F, rot.per=0.25, colors=WC_color)

[ 생명보험 ] [ 교보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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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결과물 보고_그래프(2/2)

q 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의 결과를 Pie 그래프로 표현

> pie(top10, main = "Naver 지식인 - 생명보험 키워드
Top 10", col=rainbow(10), radius=1, labels=lab)

> pie(top10, main = "Naver 지식인 - 교보생명 키워드
Top 10", col=rainbow(10), radius=1, labels=lab)

생명보험 교보생명

ü

ü

ü

ü

ü

ü

ü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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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마이닝을 잘 못할 경우…

q 워드클라우드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족한 점이 Pie 그래프로는 확인이 가능하여 두번 작업을 하였으나…

교보생명

1차 2차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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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비즈니스 문제 평가

○ 비즈니스 문제 : 사람들이 “생명보험” 및 “교보생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

키워드 예시 비고

실비 • 한의원 보장여부

치아
•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

관련

가입
• 실비, 치아보험 등보험

가입 관련
제거할 단어로 판단

종신
• 회사별 종신보험 추천

및 비교

비교 • 보험비교 사이트 관련

키워드 예시 비고

대출 • 약관, 신용, 담보 관련

CI • 리모델링, 해지, 상품 관련

실비 • 청구방법, 병력, 미용 관련

종신 • 유지, 해지, 설계 관련

[생명보험] [교보생명]

○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점

* 고객은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실비, 치아, 비교)에 대해서 궁금해 함(비교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어함)

* 회사는 IFRS 17도입 대응을 위해 보장성(CI, 종신 등) 확대를 추진중이나, 고객은 유지(해지)여부를 고민한다

☞ 추가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 보완 및 반영, 상품개발, 홈페이지 FAQ 내용 수정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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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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