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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 K社 FP 생산성 : 2016년 640천원 → 2018년 565천원(△11.7%)

■ K社 시장(보장성) 점유율 : 2016년 10.0% → 2018년 8.7%(△1.3%p)

671 

640 

595 

566 

FY15 FY16 FY17 FY18

10.0 

24.7 

13.1 

8.7 

23.4 

12.7 

K사 S사 H사

K社 FP 생산성

(월평균, 천원)

대형 3社 시장(보장성) MS

( % )

※ FP 생산성 : 총환산성적 ÷ 유실적 FP인원 ※ 시장(보장성) MS : 월납보험료에서 저축성(연금)월납을 제외한 MS

※ FY18 : 18.1~10월 실적

ü

FY16 FY18



CONTENTS

Ⅱ. 연구 문제/질문

Ⅲ. 연구(분석) 방법

Ⅳ. 데이터 수집 및 이해

Ⅴ. 데이터 분석

Ⅵ. 연구문제 해결

Ⅶ. 요약 및 시사점(결론)

Ⅰ. 연구 배경



4

Ⅱ. 연구 문제(질문)

K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회사와 FP님들이 서로 Win-Win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FP님들의 생산성을 개선(☞수입향상)시키는 것이다. 

! 이미 알고 있는 사실

Q. FP님들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Q1 : [고객 관점] 고객들이 생명보험 및 K사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 Q2 : [타겟팅 관점] K사 보유 고객들의 보험가입상품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 Q3 : [기회비용 관점] FP님들이 힘들게 청약시킨 계약자 중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불승낙처리 되는 고객을

•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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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P님들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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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분석) 방법

고객들이 생명보험 및 K사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약자들의 보험가입상품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불승낙 되는 고객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을까?

Q1

Q2

Q3

분석기법

텍스트 마이닝

(Text-mining)

연관분석

(Association)

분류분석

(Classification)

ü

선택여부

＊旣 분석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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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수집 및 이해

• 수집 및 추출 : K사 내부 통계 Data 활용

• 산출 기간 : 2018.1.1 ~ 2018.10.31

• 산출기준 : ① `18.1~10월 신계약을 체결한 고객 中 `18.10.31일 시점 유지건 3건↑인 고객

② 가입건이 10건 초과인 고객은 10건까지만 count

③ 가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1~10건) 

• 상품구분 : 종신, 저가종신, 정기, CI, 연금저축, 연금, VUL적립, 저축, 건강, 실손, 기타

• 산출된 Data : 산출기준에 따라 130,814명의 고객이 추출됨

• 기 타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식별이 되는 어떠한 정보도 받지 않았으며,

고객구분은 고객 1, 고객 2, 고객3, ---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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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수집 및 이해 _ 거래데이터(Transaction) 불러오기

> Kinsurance <- read.transactions("Kinsurance.csv", sep = ",")

> summary(Kinsurance)  #거래 데이터에 대한 요약 출력

transactions as itemMatrix in sparse format with

130814 rows (elements/itemsets/transactions) and

52 columns (items) and a density of 0.05942657 

most frequent items:

종신 건강 CI        연금 기타상품 (Other) 

85379    82104    79939    56794    48877    51146 

element (itemset/transaction) length distribution:

sizes

1       2        3        4         5       6       7      8 

4324  34837  51828  27014  10411  2164   226    10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1.00    2.00    3.00       3.09     4.00       8.00 

includes extended item information - examples:

labels

1      CI

2  VUL적립

3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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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수집 및 이해 _ 거래정보 확인

# 첫 5개 거래에 대한 정보

> inspect(Kinsurance[1:5])

items               

[1] {기타상품,실손,종신}

[2] {CI,종신}           

[3] {CI,기타상품,종신}  

[4] {건강,종신}         

[5] {기타상품,종신} 

# 첫 5개 품목을 포함하는 거래의 비율

(제품 A 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 / 전체 거래의 수)

> itemFrequency(Kinsurance[, 1:5])

CI         VUL적립 건강 기타상품 실손

0.6110890   0.0196615    0.6276392   0.3736374   0.18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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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수집 및 이해 _ 보험상품 빈도의 도식화

> itemFrequencyPlot(Kinsurance, support = 0.2)
#지지도가 최소 0.2(20%) 이상인 품목들

> itemFrequencyPlot(Kinsurance, topN = 10) 
# 가장 많이 판매된 10개 품목들

# 임의로 추출된 100개 거래

> image(sample(Kinsurance, 1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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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데이터 분석

계약자들의 보험가입상품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Q2

보험가입고객 130,814명의 거래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입되는 보험상품의 연관성을 파악

1. 지지도(Support)와 신뢰도(Confidence)를 바탕으로 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같이 가입되는

경우가 적은 보험상품들을 제외시킴

2.  지지도(Support) > 0.6% & 신뢰도(Confidence) > 25%를 만족하는 보험상품들만 분석에 사용

☞ 전체 130,814 거래 중 적어도 0.6%(785개)에 포함되는 보험상품만 고려

☞ 다른 보험상품 가입 시 동시에 최소 25% 같이 가입되는 보험상품만 고려

* 연관성 측정 지표 분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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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데이터 분석 _ 연관규칙 파악(By default)

# apriori 함수를 이용하여 연관 규칙을 파악 (초기 상태에는 0개의 규칙을 파악)

> apriori(Kinsurance)

Apriori

Parameter specification:

confidence minval smax arem aval originalSupport maxtime support  minlen maxlen target   ext

0.8       0.1       1     none  FALSE         TRUE            5         0.1         1         10     rules   FALSE

Algorithmic control:

filter tree   heap memopt load sort verbose

0.1  TRUE TRUE FALSE   TRUE  2    TRUE

Absolute minimum support count: 13081 

set item appearances ...[0 item(s)] done [0.00s].

set transactions ...[52 item(s), 130814 transaction(s)] done [0.03s].

sorting and recoding items ... [6 item(s)] done [0.00s].

creating transaction tree ... done [0.05s].

checking subsets of size 1 2 3 4 done [0.00s].

writing ... [0 rule(s)] done [0.00s].

creating S4 object  ... done [0.01s].

set of 0 rules 

14



Ⅴ. 데이터 분석 _ 연관규칙 파악(최소 지지도 & 신뢰도 설정)

# 최소 지지도와 신뢰도를 설정하여 보험상품간의 연관 규칙을 파악

# 지지도 = 0.006, 신뢰도 = 0.25, 거래에 포함된 최소 물품 개수 = 2

> groceryrules <- apriori(Kinsurance, parameter = list(support = 0.006, confidence = 0.25, minlen = 2))

Apriori

Parameter specification:

confidence minval smax arem aval originalSupport maxtime support   minlen maxlen target   ext

0.25       0.1       1     none   FALSE         TRUE            5         0.006        2        10      rules  FALSE

Algorithmic control:

filter  tree   heap  memopt load   sort  verbose

0.1  TRUE  TRUE FALSE    TRUE    2     TRUE

Absolute minimum support count: 784 

set item appearances ...[0 item(s)] done [0.00s].

set transactions ...[52 item(s), 130814 transaction(s)] done [0.03s].

sorting and recoding items ... [14 item(s)] done [0.00s].

creating transaction tree ... done [0.05s].

checking subsets of size 1 2 3 4 5 done [0.00s].

writing ... [270 rule(s)] done [0.00s].

creating S4 object  ... done [0.01s].

> groceryrules # 파악된 연관규칙의 개수

set of 270 rules 
15



# 보험상품간 연관규칙 결과 요약

> summary(groceryrules)

set of 270 rules

rule length distribution (lhs + rhs):sizes

2   3    4    5 

41 100 104  25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2.000   3.000   3.000     3.419   4.000      5.000 

summary of quality measure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Min.     : 0.006215   Min.      : 0.2553   Min.    : 0.5879    Min.    :  813  

1st Qu.  : 0.009594   1st Qu.  : 0.4093   1st Qu. : 0.9125   1st Qu. : 1255  

Median  : 0.017548   Median : 0.5531   Median : 0.9788   Median : 2296  

Mean    : 0.054236   Mean    : 0.5264   Mean   : 0.9664   Mean    : 7095  

3rd Qu. : 0.054864   3rd Qu.  : 0.6365   3rd Qu. : 1.0495   3rd Qu. : 7177  

Max.     : 0.415537   Max.     : 0.7592   Max.     : 1.5508   Max.     : 54358  

mining info:

data ntransactions support confidence

Kinsurance 130814   0.006       0.25

16

Ⅴ. 데이터 분석 _ 연관규칙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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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문제 해결(2/1) (보험가입상품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 확인1: 가장 많이 판매되는 보험상품간의 연관규칙 파악(1/2)

① 향상도 (lift)를 기준으로 연관규칙을 정열 (lift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연관 규칙)

> inspect(sort(groceryrules, by = "lift")[1:5])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CI,VUL적립,종신} => {연금} 0.006459553   0.6733068    1.550832    845 

[2] {VUL적립}          => {연금} 0.013179018   0.6702955 1.543896   1724 ☜ vul적립보험 가입고액이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확률이 67%

[3] {CI,VUL적립}       => {연금} 0.008508264   0.6684685    1.539688   1113 

[4] {VUL적립,종신}    => {연금} 0.009486752   0.6639914    1.529376   1241 

[5] {VUL적립,건강}    => {연금} 0.007285153   0.6500682    1.497306    953 

② (count)를 기준으로 연관규칙을 정열 (count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연관 규칙)

> inspect(sort(groceryrules, by = "count")[1:5])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건강}              => {종신}   0.4155366   0.6620627    1.0143838     54358

[2] {종신}              => {건강}   0.4155366   0.6366671    1.0143838     54358

[3] {CI}                 => {종신}   0.3884752   0.6357097    0.9740069     50818

[4] {종신}              => {CI}      0.3884752   0.5952049    0.9740069     50818

[5] {CI}                 => {건강}   0.3522941   0.5765021    0.9185246     46085

ü

☜ CI 상품은 건강보험의 고급형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맞음

☜ 영업적으로 의미가 있음

18



■ 확인1: 가장 많이 판매되는 보험상품간의 연관규칙 파악(2/2)

③ 신뢰도(Confidence)를 기준으로 연관규칙을 정열 (confidence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연관 규칙)

> inspect(sort(groceryrules, by = "confidence")[1:5])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CI,VUL적립,연금}    => {종신} 0.006459553   0.7592093   1.163228    845 

[2] {CI,VUL적립}          => {종신} 0.009593774   0.7537538   1.154869   1255 

[3] {저가종신}             => {건강} 0.053411714   0.7455186 1.187814 6987 

[4] {VUL적립,건강}       => {종신} 0.008278930   0.7387449   1.131873   1083 

[5] {기타상품,저가종신} => {건강} 0.019890837   0.7270187   1.158339   2602 

ü

■ 확인2: 특정 보험상품과 같이 판매되는 보험상품 파악

# "실손＂을 포함하는 연관규칙을 탐색

> berryrules <- subset(groceryrules, items %in% "실손")

> inspect(berryrules)

# 향상도 (lift)를 기준으로 연관규칙을 정열 (lift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연관 규칙)

> inspect(sort(berryrules, by = "lift")[1:5])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CI,실손,연금,종신}    => {기타상품}  0.006214931   0.4179949  1.118718     813

[2] {실손}                   => {기타상품}  0.077117128   0.4096816  1.096468   10088

[3] {CI,실손}                => {기타상품}  0.044314829   0.3992424  1.068529     5797

ü ☜ 영업적으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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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문제 해결(2/2) (보험가입상품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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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시사점(결론)

연구결과 요약

• Vul적립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일반연금 가입할 확률이 높다

• 건강 또는 종신보험에 단건으로 가입한 고객은 상호간에 교차로 가입할 확률이 높다(상호 보완적)

• CI보험 가입 고객에게 건강보험 가입 권유를 위해 많은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상호 대체적 성격이 높음)

• 저가종신 가입고객에게는 찾아가서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추가 가입 확률이 높다

• 실손보험 단독 가입 고객이 사망보장 또는 노후보장 상품을 가입 할 확률은 낮다

시사점

ㆍ이번 과제를 통해 개인적인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보유계약의 기초

적인 연관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를 좀더 깊이 있게 학습하고 업무에 활용한다면

마케팅 측면에서 FP님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ㆍ [K사에 제언] K사 보유고객은 4백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Data 자체가 빅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Information)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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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비즈니스 문제 평가(2018.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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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