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정의

가. 빅데이터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나 

1990년대부터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로 다루기 어려운 수준의 복잡

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지칭하기 위해 ‘빅데이터’란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1)

최근 빅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5V(Volume, Variety, Velocity, Variability, 

Veracity)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5V에서 Volume은 데이터의 양, Variety는 자

료의 다양성, Velocity는 자료의 생성 및 처리 속도, Variability는 정보가 가지는 변동

성, Veracity는 자료의 신뢰성 부족을 의미한다.2)

이 중 빅데이터의 Variability(변동성)는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

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학 웹사이트에 사용된 CP

라는 용어는 가슴통증(Chest Pain)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뇌성마비(Cerebral Palsy)

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Variability는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의 주관성, 언어가 

가지는 설명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

하는 문제이다.

1) John R. Mashey(1998)

2) 위키피디아의 ‘Big Data’ 정의 참조; Visualization(시각화)와 Value(가치)를 포함해 7V로 정
의하는 경우도 있음; 7V는 Eileen McNulty-Holmes(2014), “UNDERSTANDING BIG DATA: 

THE SEVEN V’S”, Article, Dataconomy 참조함. Validity, Vulnerability, Volatility 등을 포
함해 10V로 빅데이터의 특정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음; George Firica(2017), “The 10 Vs 

of Big Data”, Article, TDWI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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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분석전문가는 자료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형

식을 변환하고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가공･결합해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료에 

다양한 오류 또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특성이 Veracity

(신뢰성 부족)이다.

이와 같이 5V가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분

석적 예측(Predictive Analytics), 소비자 사용 패턴 분석(Consumer Behavior Analytics),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법을 적용한 패턴 분석,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자료의 매시업

(Mash-Up)을 통한 분석 고도화 등을 통칭하는 데 ‘빅데이터’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

이고 있다.3)

본고는 특정 사례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5V와 같은 특징의 일부(또는 전부)를 만족하

고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방식을 탈피해 분석적 예측, 소비자 사

용 패턴 분석, 새로운 자료의 매시업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 이들을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빅데이터 관련 분야

빅데이터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분석 기법에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통계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분야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

되는 기법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CM SIGKDD(2006)4)는 데이터 마이닝을 ‘머신러닝, 통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등을 활용해 대용량 자료에서 패턴을 발견해 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Samuel(1959)5)와 Koza et al.(1996)6) 등은 머신러닝을 ‘통계적(또는 수

학적)인 기법을 이용해 컴퓨터에게 학습능력을 부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 Poole, Mackworth & Goebel(1998)7)은 인공지능을 ‘주변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

3) 위키피디아의 ‘Big Data’ 정의를 참조함

4) ACM SIGKDD(2006)

5) Samuel(1959)

6) Koza et a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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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최선의 행동을 취하는 기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Ⅰ-1>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 기법

             자료: Brendan Tierney(2012), “Data Science is Multidisciplinary”, KDNUGGETS을 참조해 재작성함

위와 같이 각 분야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표를 구현하는 기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

다.8)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수학･통계학을 기반으로 

DBMS상의 대용량 자료를 분석해 패턴을 찾거나 최적의 의사결정 방법을 컴퓨터 언어

로 구현해 의사결정을 효율화･자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에서 

유사한 기법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학문들을 통칭해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통계 등을 포괄하

는 분야이다. <그림 Ⅰ-1>은 데이터 과학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데이터 

과학에 속한 여러 분야들이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빅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과학 기법 중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분석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본고는 Ⅱ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기법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7) Poole, Mackworth & Goebel(1998)

8) Ⅱ장의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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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가. 개요

보험회사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의 증가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이번 절은 보험업계가 처해있

는 최근의 환경 변화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빅데

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나.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

<그림 Ⅰ-2>는 최근 15년간 보험업계 수입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동 자

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업계의 수입은 연간 10% 내외의 성장을 보

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경기 성장 둔화, 저금리, 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 폭이 5% 내외로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Ⅰ-2> 보험업 수익 변동성

주: 국내 생명･손해 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수입+투자 수입’의 연도별 변화율임. 2012년의 급격한 상승은 연금
보험 판매 급증에 의한 것이고, 2013년의 감소는 회계제도 변화(FY ￫ CY)에 의한 것이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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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은 최근 10여 년간 보험산업의 ROE이다. <그림 Ⅰ-3>은 생명보험과 손

해보험 모두 ROE가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투자금 대비 보험산업의 수익률이 점

차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회사의 ROE 감소는 지급여력제도(RBC)9)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시장 포화로 인한 보험영업이익 감소, 저금리로 인한 투자영업 

이익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Ⅰ-3> 보험산업 ROE(당기순익/자본)

                주: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종합손해보험회사만 취합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시장성장기에 보험회사의 이익 극대화 전략은 시장확대에 발맞추어 사업을 확대하

는 것이고, 최근까지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확장 위주의 경영 전략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그림 Ⅰ-2>와 <그림 Ⅰ-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자본 대비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들은 기존 사업의 효율을 높이거나 신규 

시장(예: 해외 진출)을 찾아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10)

이러한 환경하에서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을 효율화하는 전략은 선

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9) RBC(Risk-Based Capital); 금융감독원(2016)

10) 전용식･조영현･채원영(2014)이 연구한 해외 진출 전략이나 김해식･김세중･김현경(2016)이 
제시한 비용 관리 강화 방안은 현재와 같이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 보험회사들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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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용 가능한 자료의 증가

현재 보험산업은 영업활동 대부분을 전산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계

약자의 청약 신청은 전산화되어 회사시스템에 입력되고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 정

보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도 모두 전산으로 처리된다. 

<그림 Ⅰ-4> 보험업 관련 빅데이터 소스의 증가

주: 밑줄 표시된 부분이 새로운 정보 소스임
자료: Munich Re(2016), “Innovative risk solutions using big data”, p. 3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계약정보와 보험금 지

급 정보 이외에도 최근에는 휴대용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보험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Ⅰ-4>는 Munich Re가 발표한 ‘빅데이터는 보험회사에 관련 도전과 기회’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기업들이 소비자 위치기반서비스, 텔레매틱스, 스마트 홈, 웨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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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기기 등의 첨단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경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1)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뿐 아니라 전자적으로 축적되는 

자료의 양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McKinsey(2011)12)는 연간 축적되

는 데이터의 양이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에 1 

제타바이트13)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2020년에는 그 크기가 43배 이상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14)

<표 Ⅰ-1> 2014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 과제

사업명 내용 참여 컨소시엄

유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 지원

대형유통사 판매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중소
상인을 위한 시즌별 인기상품 제안, 지역별 
상품추천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정보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한일네
트웍스, 클루닉스, 네오포
인트, 리테일테크)

빅데이터 분석기반 
외국인 관광산업 지원

외국인 관광 소비 패턴, 중국인 관광객 트렌
드를 분석하여 관광지 개발, 관광지 추천 등 
지도 기반의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오픈메이트(BC카드, 

NICE평가정보, 한국관광
공사, KT)

의료정보 기반 맞춤형 
유의질병/병원정보

진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생 질환 
별 예상되는 질병 정보 및 맞춤형 병원 정보 
제공

㈜에이디벤처스(보험심
사평가원, 라인웍스)

자동차 부품기업 빅데
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차 부품 제조사 공동 활용 정보 플랫폼
을 제공하고 생산공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품질 향상

㈜메타빌드(솔바테크놀
로지,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4년도 빅데이터 선도사업」

최근 한국 정부도 빅데이터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개인･기업들이 활

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표 Ⅰ-1> 참조).

11) Munich Re(2016)가 고려하지 않은 정보에 피보험자 DNA정보, 날씨정보, 신용정보, 정부 
제공 정보(지리 정보, 부동산 정보, 건강보험실정) 등도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McKinsey(2011)

13) 1Zettabyte=10
21

Bytes, 위키백과를 참조함

14) Ahmad Zaki(2017), “Digital: World to handle 43 zettabytes of data by 2020”, Article, 

Asian Insurance Review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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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보험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달

<그림 Ⅰ-5>는 Gartner(2014)의 신기술 발전 사이클이다. 이 사이클에서는 좌측부

터 우측으로 기술 발전의 단계를 ‘혁신의 계기 ￫ 기대감의 최고점 ￫ 기대감의 거품 해

소 ￫ 기술의 발전 ￫ 생산성 극대화’로 나누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들의 발전을 

예측했다. 

<그림 Ⅰ-5> 신기술 발전 사이클

        자료: Gartner(2014), “Gartner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4”, Article

Gartner(2014)는 빅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언어 자동 인식, 스마

트 어드바이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해 5년에

서 10년 안에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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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201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빅데이터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기술들을 토대로 다양한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Chiochia(2015)는 금융이 마케팅과 IT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5)(<그림 Ⅰ-6> 참조). Chiochia(2015)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58%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35%는 다른 기업에 앞서가기 위해, 6%가 시장 축소에 대

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Ⅰ-6>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는 업종

             자료: Chiochia(2015), p. 9

또한 Chiochia(2015)는 <그림 Ⅰ-7>와 같이 다양한 부문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빅데이터 분석은 상품 개발, 판매채널 관리, 보험금 지

급, 마케팅,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기존에 없

었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 효율을 높여 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15) 2014년 전 세계 다양한 업종(금융, 통신, 제조, 유통, 에너지, 건강관리, 보험 등)의 1,007

명의 CEO에게 설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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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주요 빅데이터 활용 분야

         자료: Chiochia(2015), p. 10

<그림 Ⅰ-8>은 McKinsey(2011)16)가 조사한 업종별 빅데이터의 잠재 가치를 보여준

다. 이 보고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 중 하

나가 금융･보험업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림 Ⅰ-8> 해외 보험･금융에서의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주: 가로축은 2000~2008년 사이 업종별 생산성 변화율, 세로축은 각 업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잠재 가치임

자료: McKinsey(2011), p. 9

16) McKinsey(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p. 9 참조함(맥킨지가 미국 노동부 설문자료를 분석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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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9>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시장 성장 정체와 자본 대비 수익률(ROE)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부문의 시장 

확대와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기여해 보험회사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문제

를 타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 기법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증가는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활

용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그림 Ⅰ-9> 참조).

3. 선행연구

빅데이터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보험업계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도입 시 

기대 효과를 연구한 자료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승도(2015)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영업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제시

했고, 임준･정원석(2015)은 빅데이터 활용 확대 시 피보험자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비

용이 감소해 피보험자 간 요율 세분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저위험군 피보험자에 대

한 요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저위험군 피보험자 시장이 확대되고 고위험군 피보험자

들에 대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원(2015)은 빅데이터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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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 경영 활동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석영･손민숙(2017)은 보험회

사가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석영(2017)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

기술(IoT, Bio, 인공지능)들의 도래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고, 황인창 외

(2017)는 보험회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슈어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

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욱(2014)은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향후 과제” 세미

나에서 국내외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충근(2014)과 최재경

(2014)은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빅데이터의 미래 가치에 대한 예측과 보험업계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해외 자료에

는 Actuaries Institute(2016), Chiochia(2015), Golia and McMahon(2015), Gutierrez(2016), 

McKinsey(2011), Nandi(2017), Oliver Wyman(2017), Yollin(2017) 등 다수가 존재한다.

빅데이터를 경영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는 채원영(2014), McKinsey(2011), 

Chiochia(2015) 등이 있다. 채원영(2014)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경영의사 결정 

체계를 운영하는 AIG 사례를 소개했고, McKinsey(2011)는 경제 각 부분에서 빅데이터

의 활용이 가지는 가치를 소개하고 이를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hiochia(2015)는 빅데이터를 포함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보험에 활용 가능한 기술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에는 임준(2017), 오

승연(2017), 김석영･손민숙(2017) 등이 있다. 임준(2017)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개

인정보 분석 자동화와 관련한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승연(2017)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나치게 보험 소비자 집단이 세분화될 경우 일부 집단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자는 가격차별과 위험공유라는 두 목표를 균

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영･손민숙(2017)은 보험회사가 공공 빅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정

하는 제도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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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와 제도 및 환경 관련 자료를 수집해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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