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품아이디어발굴 “내 잠재고객은 보험 관련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

신상품개발및전략수립 “고객이 원하는 Killer Service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회사 금융 서비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시장버즈분석



마케팅타겟분석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할까?”

마케팅도구분석 “20대 고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식은 모바일이네”

“새로운 마케팅 활동으로 유입된 신규 고객은 얼마나 될까?”마케팅효과분석



서비스혁신을위해데이터기반의의사결정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빅데이터기반으로시장과고객의트렌드를읽어,

신규서비스를발굴하거나기존서비스를혁신할수있습니다

?
내가집중해야할고객은? 내고객들의관심사는?

내가몰랐던시장의트렌드는? 내서비스에대한시장의반응은?



빅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사업환경도빠르게발전되고있습니다

활용가능한데이터확대 분석인프라성능향상

데이터관련규제완화 다양한육성정책시행



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및육성정책도진행되고있습니다

■데이터 3법개정

 가명정보개념도입상업적목적으로 활용가능

 가명정보결합가이드수립

 규제완화된마이데이터업신설

■마이데이터활성화

 25년까지 50조원규모의사업진행

 마이데이터서비스전산업확산

 가명정보활용지원

■데이터거래및수요촉진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5년간총 3천억원

 연간데이터구매 700건, 가공 720건지원



그래서, 국내데이터산업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데이터 산업 성장 현황

[16년] 13.7조원  [20년] 19.2조원, 연평균 8.8% ▲

[18년] 15.5조원  [20년] 19.2조원, 연평균 11.3% ▲

[19년] 16.8조원  [20년] 19.2조원, 연평균 14.3% ▲



국내데이터산업의많은부분은,

비즈니스인사이트발굴을위한데이터제공및컨설팅분야로파악됩니다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데이터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 9조3752억원 (48.6%)

데이터 구축·컨설팅 서비스업 : 7조4361억원(38.6%)

데이터 처리·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 2조4623억원(12.8%)



그러나, 여전히데이터기반서비스혁신에대한어려움이존재합니다

양질의데이터확보어려움

분석인프라구축어려움

데이터프라이버시보호어려움

데이터인사이트발굴어려움



인사이트를발굴하기위해서는양질의데이터를자유롭게분석하면서도,

데이터와분석결과의프라이버시를보호할수있는환경이필요합니다

양질의데이터분석가능

자유로운분석환경이용가능 데이터프라이버시보호가능

+



데이터기반인사이트발굴을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어떤솔루션을만들었을까요 ?



네이버클라우드는지난 1년간데이터와제공방식의적절성검증을위해

서비스출시전다수의금융사들을대상으로 PoC를진행해왔습니다

20년 9월 21년 10월

다수의 금융사

네이버 데이터
(검색, 쇼핑)

클라우드 분석 인프라
(Hadoop, Tensorflow 등)

데이터의 유용성

인프라의 편의성

인사이트 발굴 가능성

서비스

출시

21년 11월

PoC 진행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데이터’와 ‘클라우드분석인프라’를 ‘안전한’ 환경에서제공하여,

금융등다양한분야에서비즈니스문제해결가능성을검토했습니다



시장과고객을더욱폭넓고상세하게이해하기위해

네이버가수집한검색, 쇼핑, AI 관련데이터를제공합니다

구분 제공데이터

검색
사용자속성별검색/클릭내역 기기 / 성별 / 연령대 / 지역 / 검색어 / 클릭영역 / 클릭사용자수

검색어코어커런스매트릭스 기기 / 성별 / 연령대 / 지역 / 검색어1 / 클릭영역1 / 검색어2 / 클릭영역2 / 함께클릭사용자수

쇼핑

사용자속성별상품클릭내역 기기 / 성별 / 연령대 / 지역 / 상품카테고리 / 유입키워드 / 방문자수

사용자속성별상품구매내역 기기 / 성별 / 연령대 / 지역 / 상품카테고리 / 구매자수

상품클릭코어커런스매트릭스 기기 / 성별 / 연령대 / 지역 / 상품카테고리1 / 유입키워드1 / 상품카테고리2 / 유입키워드2 / 함께방문한방문자수

상품구매코어커런스매트릭스 기기 / 성별 / 연령대 / 지역 / 상품카테고리1 / 상품카테고리2 / 함께구매한구매자수

AI 학습용

NLP 실험용텍스트데이터 뉴스기사에나온개체명(이름) 검색후해당개체명과연관된위키피디아페이지(ID)에연결한데이터

어노테이션된이미지데이터

재활용이미지수집및레이블링

이미지에서음식영역을바운딩박스로태깅한데이터

표지판, 입간판, 메뉴판, 음식점간판등이미지에포함된한글 OCR 어노테이션데이터(영문, 숫자도포함)



고객의분석목적과규모에따라인프라상품들의스펙과수량을

탄력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제공합니다

Box 접속 및 분석도구 이용을 위한 윈도우 서버

AI 분석을 위한 ML Platform 탑재 서버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둡 클러스터

분석 결과 저장용 스토리지

구성 요소 상세 사양

Connect
Server

Lite 4vCPU, 16GB Mem, SSD 100GB, Windows OS, Anti-Virus

Standard 8vCPU, 32GB Mem, SSD 100GB, Windows OS, Anti-Virus

Premium 8vCPU, 64GB Mem, SSD 100GB, Windows OS, Anti-Virus

Tensorflow
Server

CPU

Lite 8vCPU, 64GB Mem, SSD 50GB + SSD 2TB

Standard 16vCPU, 128GB Mem, SSD 50GB + SSD 2TB

Premium 32vCPU, 256GB Mem, SSD 50GB + SSD 2TB

GPU

Lite Tesla T4 2GPU, SSD 50GB + SSD 2TB 

Standard Tesla V100 1GPU, SSD 50GB + SSD 2TB

Premium Tesla V100 2GPU, SSD 50GB + SSD 2TB

Cloud
Hadoop

Edge

Lite 4vCPU, 16GB Mem, 50GB

Standard 8vCPU, 32GB Mem, 50GB

Premium 8vCPU, 64GB Mem, 50GB

Master

Lite 4vCPU, 16GB Mem, 50GB + SSD 6TB

Standard 8vCPU, 32GB Mem, 50GB + SSD 6TB

Premium 8vCPU, 64GB Mem, 50GB + SSD 6TB 

Worker

Lite 4vCPU, 16GB Mem, 50GB + SSD 6TB

Standard 8vCPU, 32GB Mem, 50GB + SSD 6TB 

Premium 8vCPU, 64GB Mem, 50GB + SSD 6TB 

SSL VPN 2차 인증

NAS 볼륨당, 최소 500GB ~ 최대 10TB, 단, 100GB 단위 선택가능



사업에적합한비즈니스솔루션을발굴할수있도록

분석자와네이버의데이터를서로연동분석할수있도록제공합니다



국내외다양한보안인증을획득한클라우드를통해,

고객의데이터와분석결과물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습니다



네이버데이터를이용해

금융분야에서어떤인사이트들을발굴할수있었을까요?



[카드] 당사혹은경쟁사고객들의특징을비교분석하고싶습니다

A사는고객층확대를위해 3040 관심사를공략할수있도록학원및강의등과연계된카드상품출시

① 네이버 검색 키워드 중 당사 금융 상품명을 추출 (A은행, A카드, AA적금 등)

② 해당 키워드들과 코어커런스된 연관 키워드들을 추출 (이사, 부동산, 대출, 혼수 등)

③ 연관 키워드를 검색한 그룹을 추출하여 가망 고객층 재그룹핑 (이사예정,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④ 가망 고객층의 관심사 파악 (이사예정 – 저금리대출, 신혼부부 – 가구/가전/해외여행)

⑤ ①~④를 경쟁사명, 경쟁브랜드명으로도 진행 (B은행, B카드, BB적금 등)

[분석 결과 도출] A사는 주로 2030 연령의 신혼부부가 많으며 저금리 대출에 관심이 많음

B사는 주로 3040 연령이며 자녀가 있어 학군/교육에 관심이 많음



여신관리를위한기업별리스크분석에참고

① 추정하고 싶은 기업명을 검색어 데이터에서 추출

② 검색 후 클릭한 영역 중 파워링크 및 쇼핑으로 필터링

③ 필터링 된 검색량을 전월, 전분기, 전년 대비하여 변화량 확인

④ 검색량을 동기간 내 해당 기업에서 발표한 매출실적 데이터와 비교하여 시계열 분석

[분석결과도출] 광고를보거나쇼핑한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기업의매출이증가/감소 할것인지예측하는모델개발

[은행] B2C 기업의매출증감을추정해보고싶습니다



선제적투자를위한기업의잠재력파악에참고

① 검색 데이터 중 클릭 영역이 ‘기업’인 데이터 추출

② 일정 매출 이상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으로 필터링

③ 검색량이 급증한 기업명을 선별

④ 해당 기업명과 검색 코어커런스된 연관 검색어들을 추출

⑤ 연관 검색어들의 긍.부정 트렌드 분석

[분석결과도출] 해당기업은시장의버즈도긍정적이고, 연관상품의검색량도급증하는 추세

[은행] 투자대상인혁신기업을발굴하고싶습니다



[은행] IT/SW 분야혁신기업을미리발굴하고싶습니다

검색후 ‘기업정보‘
클릭한기업리스트

대기업을제외한
기업리스트

검색량이최근급증한
기업리스트 top 50

코어커런스분석후
IT/SW 등포함필터링

총 2,231개기업
총 320개기업

총 50개기업
총 10개기업

사람들이많이검색하는기업중 IT/SW 관련유망혁신기업을발굴하여투자여부결정에활용



[보험] 마케팅효과를극대화하고싶습니다

사회초년생세그먼트를대상으로그들이관심있는연예인을 MZ세대연금저축보험광고모델로채택

저축보험가입시 A브랜드옷할인쿠폰지급등광고/마케팅개선

① 치과, 치통, 치아, 진료등을검색한세그먼트를 묶어치과보험가망고객으로 그룹핑

면접, 취업, 입사, 월급, 저축등을검색한 2030대를사회초년생으로 그룹핑

② 각 세그먼트들이 어떤 연관 검색어를 검색하고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

③ 해당 관심사 위주로 마케팅 진행

④ 마케팅 집행 후 기업명 및 상품명에 대한 검색 버즈량 분석

[분석결과도출] 사회초년생추정세그먼트는 연예인 000을많이검색하고, A브랜드옷을많이검색



3040대부산중구거주남성고객유치를위해중구에위치한유동인구가많은버스/지하철정류장에

오프라인광고게재, 신규고객유치를위해신규가입및특정금융상품가입시사은품으로골프용품제공

① A지주사에관심이있는가망고객추출

② A, A지주, A은행, A대출등을검색한세그먼트를 '가망고객'으로 정의하여 새로운컬럼추가

③ 해당 세그먼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④ 상세 세그먼트의 주요 관심 상품 분석

[분석결과도출] A사가망고객층은 3040대부산중구거주남성이며 주로골프용품, 운동화구매가많음

[금융지주] 당사관심층의 구매성향을마케팅에활용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성장을위해

많은기업들이새로운 BM 발굴및서비스혁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서비스혁신을하기위해서는분석의기반이되는데이터가필수입니다

: “ .”

: “ .

IT DT . DT ”

: “ .”

20 IT , 30 DT(Data Technology) ,

DT [2015 6 , ]



데이터기반분석을통해

금융서비스 Value Chain 전반에걸친서비스혁신이가능합니다

경영관리/기타

금융 시장 분석

상품 추천

(개인레벨)

고객 관심사
프로파일링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고객 이탈 예측
사내 감찰

상시화·자동화
금융 특화
AI 챗봇

기존 상품
수익성 분석

세일즈 자료
생성 자동화

고객 위험패턴
사전 감지

투자 자문 자동화
(로보어드바이저)

사회/경제 인사이트
도출

영업점·상품별
수익성 분석

금융 비서

서비스

영업 우선순위 도출 사기 및 부정행위
감지

AI 기반
인력 채용

민원 사전방지
및 조기 대응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Up / Cross-Sell 
가망고객 발굴

영업점 운영
최적화

고객 생애가치
예측

최적 마케팅
타깃 설정

이상 금융거래
감지

할부 수수료
(개인레벨)

고객 만족·불만족
요인 분석

마케팅 효과 분석

CS고객 관리리스크 관리영업마케팅전략 수립

보험금견적산출/
심사 자동화



금융분야에서도

네이버클라우드와함께비즈니스인사이트를발굴할수있습니다



Break Through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