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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타 분석을 통한

전세금보증 상품 시장 점유율 확대 방안

핀테크사회와 인사관리

안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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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배경 및 목적

A사의 시장점유율 : 2013년(4%) → 2017년(79%)

A사의 시장 확대 요인을 분석하고, B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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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 관련 상품 시장 점유율 현황

225,844, 

79%

59,239, 

21%

2017년말 기준 보증잔액
(단위:억원)

A사

B사

(자료:SGI서울보증, HUG) (자료:SGI서울보증, HUG)

762, 4%

19,945, 

96%

2013년말 기준 보증잔액
(단위:억원)

A사

B사



Ⅱ. 연구 질문



연구 질문

최근 전세금보증 관련 시장의 키워드(요구)는 무엇인가?

2013년과 2017년의 키워드를 비교하고, 시장의 요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A사는 시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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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구성



연구 방법 구성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데 적절…

전세금보증 관련 어떤 키워드 들이 자주 등장했나? _ 텍스트 마이닝

키워드를 군별 분류하고, 키워드 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_ 군집 분석

2013년과 2017년의 키워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_ 트랜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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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A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_ 상관관계 분석



Ⅳ. 데이터 수집 및 이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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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대상 선정 및 수집

ㆍ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전세금보증 관련 노출 정보 수집

데이터 전처리

ㆍ 비정형데이터(문자)를 정형데이터(숫자)로 변환

텍스트 마이닝

ㆍ 가장 많이 노출된 키워드 추출

군집 분석 및 트랜드 분석

ㆍ 주로 같이 사용되는 키워드 군을 파악하고 키워드 군이 갖는 메시지 분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대상 선정

수집 장소

ㆍ 네이버 지식 검색

수집 기간

ㆍ 2013년(1월~12월), 2017년(1월~12월)

수집 대상

ㆍ 전세금보증 관련 네이버 지식검색 데이터

데이터 크기

ㆍ 해당 년도별 10,000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2017년 한해 동안 전세금 보증과 관련한 질문내용 수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전처리

많이 사용되었지만 불필요한 단어 삭제(전세금보증, 보증, 전세금, 전세자금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텍스트 마이닝 _ 가장 많이 쓰인 단어 10개 추출

구분 대출 버팀목 보험 계약 신혼 부부 가능 아파트 은행

키워드 수 527 83 63 60 49 48 40 37 35



군집 분석 결과

키워드 별 3개 그룹으로 분류 가능

(신혼)부부,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과 보험으로 그룹화

그룹 키워드 빈도수 주요 내용

그룹1

신혼 49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부부 48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그룹2 아파트 37

아파트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조건

그룹3

대출 527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보험 63 전세 반환 보증 가입, 보험료, 가입조건



트랜드 분석 _ 2013년 vs 2017년

2013년과 2017년 모두 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음

2017년은 2013년에 비해 경매, 담보대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짐

구분 대출 신혼 부부 가능 계약 경매 담보
대출

아파트 반환

키워드 수 527 175 165 69 52 47 37 35 33

2013년

구분 대출 버팀목 보험 계약 신혼 부부 가능 아파트 은행

키워드 수 527 83 63 60 49 48 40 37 35

2017년



A사와 B사의 전세금보장 관련 상품 판매 현황

A사 2014년부터 전세금보증과 관련하여 전세금대출 연계 상품 판매 실시

B사 전세금보증 상품만 판매 지속 중

구분 2013년 2017년 비고

A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

(2014년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B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A사, B사 전세금보증 관련 상품판매 현황



Ⅴ. 연구 질문 평가



연구 질문 평가

Q. 전세금보증 관련 시장의 키워드(요구)는 무엇인가?

A.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관련 전세금 대출 및 전세금반환에 대한 요구

Q.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하고 시장의 요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A. 2013년, 2017년 모두 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2017년은 2013년에 비해 경매, 담보대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짐

Q. A사는 전세금 관련 시장의 수요를 어떻게 흡수했을까?

A. 전세자금과 연계한 대출상품 출시 및 판매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2013년(전세금보증 762억) → 2017년(전세금보증 14조4,043억, 대출상품 8조1,801억)



Ⅵ. 요약 및 시사점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연구결과 요약

ㆍ 전세금보증과 관련,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출, 아파트 등에 대한 정보는 매출액 향상에 도움을 준다.

ㆍ 그외, 부부, 경매 등에 대한 정보는 매출액 향상과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함.

시사점

ㆍ 본 연구의 결과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시장 친화적인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ㆍ 전세금보증의 경쟁시장 내에서 열위한 경쟁자가 향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떻게 시장의

수요을 반영해야 하는지 상품개발 및 판매와 관련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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