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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규칙 기반 시스템은 업무 담당자의 비즈니스 노하우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처리는 물론, 기업의 비즈니 

스 로직까지 처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개선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칙 기 

반 추론 엔진오로 최근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규칙 기반 시스템 적용 사례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 수많은 종류의 상품,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보험 산업에서의 효율적인 보험 상품 추천 

과 설계를 위한 규칙 기반의 보험 상품 추천 및 설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개발된 시스템 

은 퍼지추론 과정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와 기존 가입고객의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 설계를 원 

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설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보험 산업에 있어서 상 

품에 대한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여 보다 정확하고, 고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추천 및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rule based system is inference engine which can correspond quickly to new business model 
change and improvement requirement by dealing with the business know-how and expert knowledge 
as well as business process of enterprise and has been trying to apply to the various industries.

As a part of application cases for rule-based system, we develop and implement the rule-based 
insurance product recommend and design system for the efficient decision making of insurance 
product in insurance industry which is sensitively affected by needs of customers, various kinds of 
product, and environment changes.

The process of fuzzy inference of the developed system helps to recommend and design the proper 
insurance product using the information of the present customer and the previous members. This 
approach is expected that it will be the core technology for the recommendation and design of the 
tailored insurance product by deciding and corresponding needs of various kinds of customer quickly 
in future insurance industry.

키워드 - Rule-Based System, Insurance Product Recommend and Design, Fuzzy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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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 흐름의 가속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의 등장, 기존 가치사슬(Value Chain)의 붕괴,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는 

기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 

요구되는 변화의 핵심은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한 Real Time Enterprise (RTE) 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써,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업무처 

리속도를 최대화하고, 업무지연요소를 최소 

화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 

시 대응체제가 갖추어져 야 한다. [10]
기업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전 

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측면과 프로세스 내 

의 흐름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규칙 측면으로 

구분 된다.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경영환 

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내/외부 프로세스의 

즉각적 인 대응을 위해 프로세스 지연 최소화, 

기 업 내/외 프로세스 통합 및 지속적 인 프로 

세스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비즈니스 

규칙의 측면에서는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비 

즈니스 규칙/정책/절차 등의 변경요구에 실 

시간 대응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가 신속하게 

비즈니스 규칙을 변경/관리 할 수 있는 통합 

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등장한 규칙 기반 시스템은〈그림 1〉과 같이 

업무 담당자의 비즈니스 노하우 및 전문 지식 

에 대한 처리는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 로직 

까지 처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개선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칙 기반 추론 엔진이다.[14,17]

업무담당자들의 노하우는 “IF〈조건문〉 

THEN〈실행문〉” 형식의 규칙으로써 작성되 

어, 지식 기반(Knowledge-base)으로 축적된 

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축적된 지식 기반으 

로부터 주어진 비즈니스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을 실시간으로 도출함으로써, 업무 담당 

자들로 급변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실 

시간으로 효과적 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다. 따라서 규칙 기반 시스템은 실시간 의사 

결정 이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지능 

〈그림 1> 규칙 기반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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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칙 기반 시스템을 기반 기술로 

이용한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규칙의 생성 및 

적용을 위한 추론과 관련한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9,14]
또한, 보험산업의 경우 현재 외부적으로는 

보험사 간의 경쟁 심화, 인터넷을 이용한 보 

험가입 급증 방카슈랑스의 등장 등과 기 업내 

부의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많은 

상품들, 회사가 내세우는 추천 주력상품, 여신 

심사 등의 내부정책들과 금리, 증시, 채권 등 

보험 상품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 

경 등의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어 느 산업보다 

빠른 변화에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 

기 원하는 고객 에 게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 

하기 위해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 인 

규칙을 처리하여 고객맞춤형 상품추천을 하 

기 위한 규칙 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보험 상 

품의 추천과 설계에 관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5]
이 논문에서는 웹기반 보험상품 추천 및 설 

계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개발된 시스템 

은 퍼지추론 과정을 통해 고객의 개 인정보와 

기존 가입고객의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상품 설계를 원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보험 상 

품을 추천하고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업무담당자(보험설계사)의 보험 상품 추천 

및 가입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에 필 

요한 기반지식을 정리한 후, 이를 퍼지 규칙 

을 이용하여 정의 및 설계하고 퍼지추론 과정 

을 통해 효율적인 규칙을 생성하도록 설계한 

다. 이 논문에서 연구된 맞춤형 금융상품 설 

계시스템은 고객 서비스와 시스템의 기능이 

라는 즉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웹기반 실시간 설계 : 본 시스템을 이용 

하기 위하여 고객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 

의 개인정보와 니즈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고객의 니즈를 추론과정을 통해 분석하여 맞 

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 및 설계할 수 있다.

2)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추론엔진 : 

고객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상황에 맞게 효율적 

으로 추론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상품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과정어】서, 시스템은 고객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3) 빠른 반응시간 :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제시하기 위해서 설계 프로 

세스와 이에 필요한 지식을 규칙으로 생성 및 

관리하고,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위한 반응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 

가 있다.

4) 상품일관성 : 설계될 상품이 개별 고객 

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기존 상품의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상품 간의 일관성 

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가입고 

객의 정보를 벤치마킹정보로 활용하여 신규 

가입 고객의 상품 추천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8]
이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더 정확하고 

시간의 제 약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나은 상품 

설계와, 빠르게 변화하는 상품의 개별 요소를 

구조화하고 데이터와 규칙화하여 상품의 추 

가와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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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대외환경을 신속히 반영하여 정확 

한 상품설계와,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2. 관련 연구

상품을 추천 및 설계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 

어 오고 있다. 하나는 상품의 추천 및 설계 과 

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상품 

추천 및 설계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시스 

템 설계 및 구현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2.1 규칙 기반 시스템관련 연구

규칙 기반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규 

칙의 개념은 이미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전문 

가 시스템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규칙 기반 시스템은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비롯하여 규약, 법령 

등을 "IF〈조건문〉THEN〈실행문〉” 형식의 

비즈니스 규칙으로 작성하고 규칙 엔진을 통 

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용자가 필 

요로 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전문가 시스템 

의 한 분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13,15]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규칙 기반 시스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은덕 

(2004)는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 개발 방법 

론에 규칙 기반 시스템을 응용하였고 박규호 

(2004)은 업무 담당자의 노하우, 기업의 경영 

전략, 고객서비스 전략 등의 지식을 규칙 기 

반 시스템에 포함하여 지능형 전자 상거 래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H.C.W Lau et al(2004) 은 항공 물류 

프로세스 업무 내에 가치 사슬을 위한 활동들 

을 정의하고, 효율적 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물류 의사결정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G.T.S. Ho., et al(2004) 온라인 분석 프로세 

스 방법론과 뉴럴 네트워크의 조합을 통한 2 
단계 지능형 정보 시스템을 통해 물류 정보 

시스템을 지식기간 방법론으로 구현하였다.

한편, 규칙 기반 시스템은 유통 통신, 금융, 

국방, 판매,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서 업무 프로세스 관리, 주문/견적 자동화, 진 

단/심사 자동화, 마케팅 자동화 등을 위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유통분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제품과 서비 

스의 가격 결정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SCM( Supply Chain Management)등의 영역 

에서는 규칙 기반 시스템을 통해 많은 웹상의 

협업 애플리케이션들의 가격 결정을 도우며, 

비즈니스 규칙을 사용하여 주문에 대한 효과 

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회사가 자주 변경하는 

프로모션을 관리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함으 

로써, 애플리케 이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개 

별 고객 이 원하는 대로 Customize해 준다. 또 

한, 공공설비 및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복잡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위해 또는 이벤트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한 알람 모니터링 

과프로세스제어에 이용된다[11]
특히, 이 논문의 연구방향인 금융서비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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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에서는 규칙 기반 시스템을 통해 고객 

투자와 연금을 관리하고 보안, 거래 승인, 위 

험 관리에 관한 비즈니스 규칙을 관리하고 실 

행하여, 효율적인 고객관리 및 위험관리 등의 

영역에서 규칙 기반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 

다. [14]

2.2 금융분야의 상품추천 방법론에 관 

한 연구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시스템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려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패턴으로 분석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 

합한 금융상품을 실시간으로 설계 및 제공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 이다. 최근 들어 인 

터넷 뱅킹 고객의 수가 급증하고 웹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설계가 급증하는 등 인터넷을 이 

용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많은 금융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8]

최성철(2003)은 맞춤형 상품 설계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 이 갖춰야할 요구 

사항을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아키텍처를 제 

안하였으며, 이성하(2003)는 금융상품설계를 

설계 대상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었으며, 서 

로 다른 두 개의 상품을 고객의 니즈 측면에 

서 분석하여 두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성들을 

선택하는 상품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또한 김하균(2002)은 기존의 eCRM을 위 

한 고객분석방법을 발전시켜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은행의 금융상 

품추천에 대한 eCRM 구현 방법을 제시하였 

으며, 고제석(2001)에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전문 

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법론과 이용가능성 

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적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 

다. 3절에서는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4절에서는 퍼지추론을 이용 

한 상품추천 및 설계 방법을 제시하며, 실제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를 5절에서 보여주며, 6 
절에서는 결론을 서술하였다.

3.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시스템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전반적 인 시스템에 대한 소 

개와 시스템에 요구되는 오브젝트들의 추출 

과,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3.1 시스템 개요

이 논문에서 개발된 금융 프로세스의 보험 

부문에 대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추천 및 

설계 시스템은〈그림 2〉와 같다. 개발된 시스 

템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그와 관련된 부가항 

목들(보장금액, 납입기간, 보장기간)을 결정 

하고 아울러, 특약상품을 추천하고 관련된 부 

가정보들을 프로세스에 대한 규칙 적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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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개요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고객 이 상품추천을 받기 위해 시 

스템에 접속했을 때 상품을 추천받기 위해 고 

객이 입력한 고객개인정보（나이, 직업）와 고 

객관심정보（라이프싸이클, 투자성향, 관심분 

야）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규칙을 지식기반으 

로부터 검색하고 이를 상품추천 퍼지방법론 

을 통해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프로세스이다. 

상품추천시 활용되는 요인들은 최대한 실제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 K생명보험의 보험설 

계사와의 반복적 인 인터뷰를 통해 델파이기 

법을 활용하여 나이, 직업, 라이프싸이크 투자 

성향, 관심분야로 추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상품을 추천받거나 혹 

은 직접 상품을 선택한 고객이 앞서 입력한 

자신의 기본정보（나이, 성별, 직업）와 관심정 

보（투자성향）과 상세정보（소득수준, 자산비 

율）의 입력을 추가하여 이에 비즈니스 규칙 

을 적용하여 고객에 맞는 상품을 설계함으로 

써 업무 담당자는 원하는 고객 개개 인에게 맞 

춤형 보험 상품 설계를 할 수 있게 한다. 동일 

한 방법으로 상품설계시 활용되는 요인들은 

가장 실제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델파이기법을 활용 

하여 위와 같이 나이, 성별 직업, 투자성향, 

소득수준, 자산비율로 추출되어 이를 사용하 

였다.

위와 같이 시스템에서 두 가지 의사결정 요 

인이 전체적인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의 큰 

줄기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제시한다. 제시된 모델에 관 

리자의 노하우 및 경험적 규칙을 지식기반으 

로 정리한 후, 각 지식기반에 필요한 비즈니 

스 규칙을 설계 및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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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의 오브젝트 모델

3.2 시스템을 위한 오브젝트 설계

본 장에서는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시스템 

의 구축 및 처리 프로세스 설계 및 구현을 위 

해 필요한 객체와 속성 값을 정의한다. 객체 

는 지식 기반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오브젝 

트를 의미한다. 이는 규칙을 표현하는 기본 

개념으로 비즈니스 상에서 사용되는 단어, 개 

념 등의 용어를 일컫는다. 용어들은 업무담당 

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들 용어는 

지식기반에서 규칙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원 

의 역할을 한다. [9]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여러 문 

헌을 참고하여,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시스템 

처리에 필요한 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구 

성원인, 오브젝트 모델을 다음〈그림 3〉과 같 

이 제시하였다.

각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속성 값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의 표와 같이 각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속 

성 값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상품 추천 및 벤 

치마킹, 설계 등을 위한 규칙을 정의하게 된다.



10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제1호

〈표 1> 주계약보험 상품 관련 오브젝트

오史■젝트 속성값 정보

상품명
일반종신보험, 수정종신보험 , 변액종신보험 , 유니버셜종신보험 , 변액 유 

니 버셜종신보험 , CI 확정 형종신보험, CI 변동형종신보험

상품내용 상품약관, 보험환급금, 특약상품 등 관련 정보 기록

납입기 간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간고려, 10, 15, 20년납, 60, 70, 80세납

보장금액

고객이 사망시 지급받을 금액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7500만원, 10000만원,

15000만원, 20000만원, 25000만원

보장기 간 종신보험 상품이 므로 보장기 간은 종신

〈표 2> 고객 관련 오브젝트

오브섹느 속성값 정보

개인정보 이르 나이, 성별, 직업, 이메일,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

관심정보 라이프싸이클, 관심분야, 투자성향 등 고객의 평소 관심분야

상세정보 월소득, 월지출, 예상수익률, 자산보유정도 등 고객의 재무관련 상세정보

〈표 3> 특약보험 상품 관련 오브젝트

오브젝느■ 속성값 정보

상품명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상해, 남성질환, 여성질환, 암, 입원, 수술, 연 

금, 가족수입, 레저여행

상품내용 상품약관, 보험환급금등 관련 정보 기록

납입기 간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간고려, 10, 15, 20년납, 60,70, 80세납

보장금액

고객이 사망시 지급받을 금액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7500만원, 10000만원,

15000만원, 20000만원, 25000만원

보장기 간 상품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55, 60, 65, 70 75, 80세만기, 종신

3.3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프로세스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규칙을 추출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따르고 있다.

규칙 베 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규 

칙을 개발하고, 이를 축적하는 활동이다. 이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프로세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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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에 필요한 객체와 속성 정의

• 비즈니스 규칙 설계 및 검증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중심으로 작성한 흐름도는〈그림 4> 
와 같다.

프로세스 상에서 규칙이 적용되는 단계는 

보험상품 추천, 기존 보험 가입고객의 상품 

벤치마킹, 주계약 보험상품 설계 및 선택, 특 

약 상품 설계 및 선택, 보험료 산출 등이다.

〈그림 4〉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처리 프로세스 상에서 고객은 기본 정보 

입력 모듈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보험 상 

품 추천 모듈이나 보험 상품 설계 모듈을 이 

용할 수 있다. 상품 추천 모듈은 보험상품 추 

천 및 기존 고객 상품 정보 벤치마킹을 담당

하는 모듈로써, 상품 추천 규칙베 이스와 벤치 

마킹 대상 우선순위 결정 규칙베 이스가 있다. 

상품 추천 규칙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규칙 

을 통해 고객의 기본 정보（나이 직업와 고 

객의 관심분야（라이프싸이클, 관심정보 투자 

성향）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게 된다. 한편, 벤치마킹 우선순 

위 결정 규칙은 기존 보험가입 고객들의 정보 

에 대한 유사성을 기반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하여 벤치마킹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상품 설계 모듈은 주계약 및 특약 상품 상세 

설계를 수행하는 모듈로써, 주계 약 상품 설계 

규칙 베 이스와 특약 상품 설계 규칙 베 이스로 

구성된다. 각 규칙 베이스에는 고객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이 입력하는 상세 정보 

（소득수준, 투자성향, 재무정보 등）을 바탕으 

로 고객에게 적합한 주계약 및 특약 상품 및 

: 對|琳푸 추천 특싹장품 추젼 Rule 啪
: 상품 整甲!킁 Ride 적응

: 준應 果 특驾상품억 보짱금M 보짱기간, 甘업기간 길장 Rule 적응

: 보펌료 ■싼 刖臨 내부뢴갱 Rule, 耳부죈겅 Rule 적응

〈그림 4>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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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의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 및 납입 

기간의 선택을 돕는 규칙들이 저장된다.

퍼지추론 방법론을 통해 보험 상품 추천 및 

설계를 희망하는 고객 이 기본 정보와 상세 정 

보를 입력하게 되면, 미리 업무담당자에 의해 

정의된 규칙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각 규칙의 

조건부를 질의하여, 가장 적합한 규칙을 검색 

하게 되고, 해당 규칙의 실행부를 처리하게 

된다.

보험료 산출 규칙 베 이스는 고객의 보험 상 

품 상세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보험료를 계산 

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들을 저장하며, 보험료

를 산출함에 있어 고객 정보에 추가적으로 업 

무담당자가 미리 작성한 기업의 내 • 외부 환 

경 반영 규칙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 

하게 된다.

〈그림 5> 보험상품 추천모듈 프로세스 흐름도

〈그림 6> 보험상품 설계모듈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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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지추론 방법론을 통한 

상품 설계 및 추천

최근 의사결정에 있어서 퍼지이론을 활용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퍼지 이론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방법으로 퍼지 

추론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기존에 상품을 

추천하고 설계하는 추론 방법에는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의 유무에 따라 확실성 기반 추 

론, 리스크 기반 추로 불확실성 기반 추론, 부 

분정보 기반 추론, 상충 기반 추론 등 다양한 

종류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퍼지 추 

론 방법은 애매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보다 개 

량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 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퍼지 추론을 통한 의 

사결정 방법에도 추론 결과의 형태에 따라 직 

접법（Mamdani 추론법）, 간략추론법, 선형추 

론법, 변형된 선형추론법, 회기다항추론법, 간 

접추론법 등으로 구분되 어 지는데 （정명용, 

2003）, 이 논문은 웹 상의 실시간 적용상의 용 

이함을 위해 가장 일반적 인 추론 과정 인 선형 

추론방법을 통해 규칙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 

험 상품 추천 및 설계 추론시스템을 구축한 

다. 이를 위해 퍼지이론 및 전문가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퍼지추론 방법에 대해 

소개한 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퍼 

지추론을 이용한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방법 

을 상세히 기술한다. [4]

4.1 퍼지이론

퍼지집합이론의 응용은 크게 지식베 이스적 

이용과 알고리즘적 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 

다. 지식베 이스적 이용방법은 수학적 모델로 

구축하기에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 또 

는 알고리즘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의사결 

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문제해결능 

력을 컴퓨터시스템에서 구현하는데 있다. 따 

라서, 퍼지집합이론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지 

향하고 자연어를 기반으로 서술된 용어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기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접 

근방법으로서 Zadeh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 

었으며, 퍼지명제나 규칙을 다루기 위한 퍼지 

논리로 발전해 왔다. 퍼지집합이론의 대표적 

인 특징은 언어변수의 이용과 퍼지화 및 비퍼 

지화이다. 언어변수는 정량적으로 정확히 규 

정할 수 없는 정성적 형태의 의사결정문제나 

평가요소들의 연관성을 수학적으로모델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퍼지추론 

기관 구축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또한, 퍼지시스템에서 추론을 위한 자료의 

조작은 퍼지집합론을 기반으로 정량적 항목 

（평가요소）들의 수치적인 입력 값을 퍼지화 

하는 과정 이 필수적 이다. 퍼지화를 위해서 정 

량적 항목의 기본변수（base variable） 에 상응 

하는 인공적인 기본변수를 정의함으로서 기 

계적인 단위 값이나 실수 값을 퍼지집합의 언 

어변수 값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퍼지화）, 

추론된 결과를 수치나 단위 값으로 다시 변환 

할수있다/비퍼지화）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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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즈니스 규칙 추출

퍼지집합이론과 전문가시스템 구조를 기반 

으로 퍼지추론기관을 구축하기 위한 7단계 

작업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 : 퍼지집합이론에 근거한 퍼지전 

문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결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제의 목적, 범위, 주변 

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상세 한 기술과 문제 

제기를 통해 평가사안을 구조화한다.

2) 2단계 :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먼저 설정된 과제와 관련한 목적체 

계 구축과,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 등을 도출 

한다.

3) 3단계 : 문제해결을 위해 2단계에서 도 

출된 평가항목과 판단기준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여 구조화를 위한 체계를 정립 

한다

4) 4단계 : 개별 평가항목별 소속함수 도출 

과 언어변수를 이용하여 퍼지화 작업을 수행 

한다.

5) 5단계 : 규칙베 이스 구축을 위해 판단기 

준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구조화한다.

6) 6단계 : 도출된 규칙을 이용하여 지식베 

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가 이용 

되며, 규칙은 IF-THEN의 문장으로 구성된 

다. 메타 규칙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동 

안 각각의 판단기준 및 결과를 종합하고 추론 

하기 위해 퍼지 연산자를 선택한다.

7) 7단계 : 구축된 퍼지추론기관을 시험운 

영하여 출력된 결과와 규칙베이스 및 퍼지연 

산자를 비교 검토한다.[4]

4.3 퍼지추론 방법론을 통한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과정

4.3.1 상품추천을 위한 퍼지 추론 

과정

상품추천 퍼지추론은 고객에게 보험 상품 

(주계약 상품과 특약상품)을 추천하는데 이 

용되는 추론이며 아래〈그림 7〉과 같은 과정 

을 거친다.

〈甘품추천 퍼珂추론〉 〈상품열理 피1추론〉

〈그림 7> 퍼지 추론 방법을 통한 보험상품 추천 및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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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 : 보험회사의 상품 종류별로 해당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선정한다.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은 

현재 K보험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 상품 

인 일반종신보험, 수정종신보험 등 7가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약상품은 일반사망특 

약, 재해사망특약 등 10가지 특약상품을 고려 

하였다. 한편, 상품 추천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는 고객의 나이, 직업과 같은 개인신상 정보 

와 관심분야, 투자성향 등의 고객관심정보를 

선정하였다. 이는 현재 K보험사에서 상품 추 

천을 위한 고려 항목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2) 2단계 : 추출된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퍼지 추론을 위한 퍼지 규칙들을 작성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퍼지 

추론 방법 중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선형 추론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선형 추론 

방법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고객의 나이 정보가 25 - 29 then 상품—1 

= Medium, 상품—2 = Low ... "
상품 추천을 위한 평가 항목에 대해 위와 

같은 형태로 퍼지 규칙들을 적용한다.

3) 3단계 : 평가 항목들 가운데 상품을 추 

천함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상이하다. 따라서 

각 평가 항목들간의 상대적 인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를 계산하여 그 결괴를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퍼 

지멤버쉽(소속/적합도) 함수를 정의하고, 각 

평가항목들 간에 상대적 인 중요도에 해당하 

는 퍼지 값을 부여한다.〈그림 8〉은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 산하기 위한 퍼지 멤버 쉽 (소속/적 

합도)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함수는 회사 

상황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8> 정의된 퍼지멤버쉽(소속/적합도) 함수

4) 4단계 :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상품별로 

적합도를 계산하기 위한 퍼지 연산을 수행하 

여 퍼지 적합도 지수를 산정한다.

5) 5단계 : 계산된 퍼지 적합도 지수를 비 

퍼지화하여, 비퍼지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순 

위를 정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상품을 고객에 

게 추천한다. 한편, 특약상품의 경우,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5가지 특약 상품에 대해 고객 

에게 추천하게 된다.

위의 상품추천을 위한 퍼지추론 과정을 예 

제를 들어 살펴보자. 상품 추천을 위한 고객의 

정보가 나이가 32세' , 직업 등급은 'A등급' , 

라이프싸이 클은 '가족형성기', 관심분야는 

재 테크', 투자성 향은，상 이 라고 가정 한다.

세부적으로 각 단계를 진행해 보면,

1) 1단계 : 주계약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상품의 종류를 일반종신보험, 수정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 유니 버 셜종신 보험 , 변액 유니 버 

셜종신보험 , CI확정 형 종신보험 , CI변동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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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험의 주계약 보험상품을 상품명으로 추 

출한다.

한편, 상품 추천을 위해 평가항목으로 나이, 

직업의 고객 개인정보와 관심 분야, 투자성 향, 

라이프싸이클의 고객 관심정보가 선정하였다.

〈표 4> 퍼지추론을 위한 고객 나이 정보의 

퍼지 규칙

If 고객 나이 정보 then 일반종신보험 = Medium(M) 

= 25~29 수정종신보험 = Medium(M)

변액종신보험 = Medium(M) 

유니 버셜종신 보험 = High(H) 
변 액 유니 버셜종신보험 = 

CI 확정형종신보험 = Low(L) 

CI 변동형종신보험 = Low(L)

2) 2단계 : 상품 추천을 위한 평가 항목에 

대해〈그림 9〉와 같은 형태로 퍼지 값들을 정 

의하였으며, 추출된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퍼지 추론을 위한 퍼지 규칙들을〈표 4〉와 같 

이 작성하였다.

3) 3단계 : 퍼지멤버쉽(소속/적합도) 함수 

를 정의하고, 각 평가항목들 간에 상대적 인 

중요도에 해당하는 퍼지 값을 부여한다.〈그 

림 1。〉은 상대적 인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한 

퍼지멤버쉽(소속/적합도)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퍼지 값은 K보험사의 보험 설계사와의 

반복적인 인터뷰를 통한 델파이기법을 사용 

하여 설정하였다.

4) 4단계 :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상품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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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듐급］ B易극 :忑틈급" 仪둉급- 仕듕급

알반종산보헐 M 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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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얙유니버설종신 보함 M H H. M VL
이화정혛善산보헙 机 H 音 VL：
GI 변둄혈종신毫헝 L M H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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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훠호년기 가족쳔성기 가聋성장기 가즉선슥力 .븐所

알반총산보헐 
수정종전亘書 

변액층선보허 
유니说쇨 총선亘헙: 

현얙유니버설종산보험 

CI 확정헝총산보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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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M M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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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신보헐 

수정종선보함 
변역종신里험 

유니버숄 총신보합 

변얙弁니바설종신보협 
이하정替흥선보험 

•이변트혐춍夕보헉

가슠 건감 재刼구 래저여헿 노:후생활
H H： M H
H M M H： M
H -L W M M
M M M： H
H M H M
H VH M :M H
H H M： M M.

보헣샇答 츄忌 FactoK투자성하)

삼__________ 하

M M H
M M M
H M L
H M M
H H L
M M H
M M M：

일반종신보헐 

수정푱신보험 

변역誉신보험.

유니버설 종신보험 

변약유니버설흥산보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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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험 상품에 대한 평가항목별 퍼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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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정의된 퍼지멤버쉽(소속/적합도) 함수

적합도를 계산하기 위한 퍼지 연산을 수행하 

여 퍼지 적합도 지수를 산정한다.〈그림 11>

5) 5단계 : 계산된 퍼지 적합도 지수를 비 

퍼지화하여, 비퍼지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순 

위를 정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변액종신보험 

을 고객에게 추천한다.〈그림 12>

4.3.2 퍼지추론을 이용한 상품설계

상품설계 퍼지추론 과정은 상품추천 과정 

을 통해 결정된 보험 상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금액을 제 

시하기 위한 추론 과정이다. 상품 설계를 위 

한 추론 과정은 고객의 정보뿐만 아니라, 동 

일한 상품을 선택한 기존 가입 고객들의 정보 

를 평가항목으로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는 유 

사한 상품에 대해 설계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시한〈그림 7〉의 오 

른쪽 방법과 동일하게 상품설계 과정은 진행 

되며, 상품추천 퍼지추론의 과정과 많은 유사 

한 흐름을 지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상품 설계 중 특약상품의 납입기간 설계를 

위해 특약상품명은 '일반특약상품', 고객의 

정보가 나이가 32세', 직업은 'A등급', 소득 

은 '35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

각 단계를 진행해 보면,

1) 1단계 : 특약상품의 납입기간을 추천하 

기 위해 납입 기 간을 5년납, 10년납, 15년납, 20 

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으로 추출한다. 

한편, 상품 설계를 위해 평가항목으로 나이, 

직 업의 고객개 인정보와 소득의 고객상세정보 

를 선정하였다.

2) 2단계 : 추출된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더뤠牌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 •W 픈. 싸이* 과식분■마， 學차성함
일반총선보헐 M M M M
•수짱증신보험 M H H M M
변当종신보협 M M. H H-

•유나버설 총산보철 M M H
면앜유니버설퐁신보专 H M H m H
CI 확절驾증산브험 L XL N1 M M
£1벼:辱혁需시보혐 L L M M ，M

卸m”)分•••、曰® 建，，"))，,左=丄.

나이 • 직업 라 M 프싸屏훌 1 곤浴 분야 투자성향
..잃반흫신보헐 0.5 D.7 1 0.2- 6,5 0,8 0.2- 0.5 0.8 1 C.2 0.5 o.a n.2 0.5 .0.8
•수정증선보형 0；5 0.8 Q.5 ' 0,7 1 0.5 0.7 i 1 0,2 0,5 0.2； Q.5 0,8
씌악호산보헝 D.5 0.7 1 0.2 0.5 0,8 D.5 0.7 1 0.7 1 1 :0.7 1

유니버;설종산보헙 D.2 0.5 0;8 0.2: 0'5 0,8 8.2 0.5 0.8 ! 0,2 0,5 0.S 0.5- C;7 1
헌악유니버설종신 보专 0,5 U.7 t 0.2 0.5 .0.8 0.5 0,7 i 1 o." 1 i 0.7 t
이혹청형•조신보헐: 02 0,5 D；3 0 C. 0.3 0-2 0.5 ■G.-e 1 a；?- 0,5 fl.8 0,3 0.5 0；9

■ Ct 畏둑혛증신보험 0 U.'J 0,5 0： Q.3 0,5 S2 Q.5 0.8 1 0.2 0.5 0,8 a；2 0.5 Q8

말반증신보험

r r 

0.26
【-보험상픔

0;54 0.84
수정着신보험 n.32 a 88
변익善신브혐 D.48 0.7-2 0.96

. 유니버설 프신보험 S.2S： 0.34 0,94
9억:유니버설층신보? ■Q.4B a?2 0.3S

C1 롹정형종신보헝 ■G.tE'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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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퍼지멤버쉽 함수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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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L보헐상픔
일반홍신里헝 Q.26 Q.54 0.84
수정폼천里헣 Q0 0.58 D.B8-.
旧액픙신보헝 0,48 & 72 I3,；96.

유니봐쏠 종신보헐 0.26 0.5.4 0.84
苴약유녀버설종신里흘 Q.48 0.72 fi.96'

CI 촥정형홍선보핳 8,16 0.4
C1벼.疑혁* $셔W 혘 0；）2 —d驱— 0；68

丄gg粉 

吋捋쁴

Rani涌 g. 
4

■Hi
4 畴

앟반촣신보혛

兽니버窘 轡산보헐
j 변 얙뮤녀버걸 종선보헐

6 a혹형혀종신보헣

■? :e崩萇헛養饵耳圈

〈그림 12〉퍼지 적합도 및 비퍼지화를 통한 최종 상품 추천

〈표 5> 퍼지추론을 위한 고객 직업의 퍼지 규칙

If 고객 직업 등급 th血 5년납 = Low(L)

= A 10년납 = Medium(M)

15년납 = High(H)

20년납 = Very High(VH)

6(洌납= High(H)

70세납 = High(H)

8㈣납 = High(H)

퍼지 추론을 위한 퍼지 규칙들을 작성하고, 

특약상품 납입기간 설계를 위한 평가 항목에 

대해〈그림 13〉와 같이 퍼지 값을 정의하였다.

3) 3단계 : 퍼지멤버쉽(소속/적합도) 함수 

를 정의하고, 각 평가항목들 간에 상대적 인 

중요도에 해당하는 퍼지 값을 부여한 부분은 

〈그림 8〉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

4) 4단계 : 동일한 상품을 결정한 기존 가 

입 고객들에 대해서 나이, 성별, 직업, 소득 순 

으로 고객들을 검색하여 이들을 벤치마킹 대 

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2단 

계와 3단계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항목에 대한 퍼지 함수 값을 계산한다.〈그림 

14>
5) 5단계 : 신규 고객의 평가 항목에 대한

15・19 2Q-24 25・29 30-34 4。-49 50-59 60DI 삭
특약상품 나인기간추천 Factor(나이)

5년납 电 L L \4_ L M H 너一

10년납 L M M L M H VH VL
15년납 M M M H H W M \L
2。년 H H H H VH H H M_
60세납 W VH VH W '서 M H 너-

也세납 H H H H M L M 너-

80세납 L M M M M L VL

昙약산품 y인기간초천 Fact이(소득)

960 1500 1380 2460 2940 3360 3660 4620 5640 6000
5 년납 VL VL VL 너- 너一 M_ L M M
10년 T L L M L M L L H H VH
15년납 M M H M H M H VH H H
20년넙‘ H H H W VH VH W H M L
60세납 M M M H H VH H H H H
也세납 H H \서 H M M H M M M
80세납 VH VH H M L M L L VL 너-

륵역샇픔 나인기간추쳔 Factor(직언)

A B C D E
5년 납 L L H H M_

1 이편旨 M M H M
15년납 H H M M 네-

20년납 W VH L L VL
61세납 H H M L VL
70세납 H M M- VL M_
80세납 H M VL VL

〈그림 13〉납입기간에 대한 평가항목별 퍼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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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고객 벤치마킹고객

나이 소득 직업 나이 소득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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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 0.7 1 0.2 0.5 0.8 0,5 0.7 1 2,5 3.5 5 2.2 3.3 4.R 1.A 3 1 4.A
0.7 1 1 0.7 1 1 0.7 1 1 話 5 5 話 5 5 ?. 1 3,K 4
0.7 1 1 0.7 1 1 0.5 0.7 1 3.5 5 5 2.7 3.R 5 1.A 3.1 4 K
U.b 0.7 1 0.2 0.5 0.8 0.5 0.7 1 2,5 3.5 5 1.R 2,9 4,4 o,a 1.7 규*

0.2 0.5 0.8 0.2 0.5 0.8 0.5 0.7 1 1 2.5 4 0.2 1.7 2,8 0.9 1.7 3.2

나이 합 소득 합 직업 합

0 0 1,8 0 0 1.8 1 2 6 4
0 1,8 3 0.4 2.2 1.R 3 4
3 4,2 8 44 a.R 5.R 2.4 3 R 耳R

4.2 6 6 4.2 R A 4 R 5
4.2 6 6 3.4 4,8 R 2.4 3 R

3 4.2 6 1.8 3.4 5,2 1.4 2 4 4,?
1.2 3 4.8 0.4 2.2 3.6 1.4 2 4 4.2

:계약 납입기간 추천 Fact이(직납 F S 1
5년/ 飛 n.9

10년旨 0.7 日 3 q
15년 3 2,fi A.9 5,7
20년납 3.7 5.5 5,7
60세나 3.3 4.9 5,A
70세 甘 2.1 43 5, 1
80세납 1 2.5 4.2

〈그림 15〉퍼지멤버쉽 함수 적용 결과

퍼지 값과 벤치마킹 대상 고객의 평가 항목 

퍼지 값을 조합하여 보장금액, 보장기 간, 납입 

기간 별로 퍼지 연산을 통해 적합도를 계산하 

여 퍼지 적합도 지수를 산정한다.〈그림 15>

6) 6단계 : 계산된 퍼지 적합도 지수를 비 

퍼지화하여, 비퍼지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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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악 납인기간 추전 FSI
5년납 0.3 0.9 2.5
10년납 0.7 2.5 3.9
15년납 2.6 3.9 5.7
20년납 3.7 5.5 5.7
6아』납 3.3 4.9 5.9
也서1 납 2.1 3.3 5.1
80세납 1 2.5 4.2

* 약 납입기간추彩 

5년납 —~ 

10년나

15년납 — 
茄텬듭 

而제답 

顽i甘 

m세납

〈그림 16〉비퍼지화를 통한 최종 납입기간 추천

위를 정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기간 및 금액 

을 고객에게 추천하게 된다.〈그림 16>

5. 시 스템 구현 사례

본 장에서는 실제 고객 이 웹상에서 보험상 

품의 추천 및 설계를 받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자바 기반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 

였으며, 보험 상품에 대한 추천 및 설계를 희 

망하는 고객들에게 기존 가입 고객들의 벤치 

마킹 정보를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이를 실 

제 고객들의 보험 상품을 추천 및 설계하는 

퍼지 추론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보험 상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도 

록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크게 정보입 

력모듈, 상품추천모듈, 벤치마킹모듈, 상품설 

계모듈 총 4개의 모듈로 구성하였다. 정보입 

력모듈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웹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품 추천 혹은 설계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는 단계 이며, 상품추천모듈은 

고객이 입력한 개인정보와 관심정보를 상품 

추천 퍼지추론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벤치마킹 

모듈은 고객 이 기존 가입 고객들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벤치마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듈이다. 기 

존 가입 고객 중 벤치마킹 대상 고객을 추출 

하는 방법은 여러 형태가 가능하지만, 이 논 

문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이를 고 

객에게 보여주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품설계모듈은 고객의 기본정 

보와 상세정보 그리고 벤치마킹정보를 상품 

설계 퍼지추론을 통해 고객에게 자세한 상품 

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5.1 정보입력 모듈

정보입력 모듈은 고객의 이름, 나이, 등 가 

장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받는 역할을 담당하 

는 고객기본정보 입력화면〈그림 17〉과 입력 

된 고객의 정보를 재확인하고 고객정보 중에

BRE.Systsm.

〈그림 17> 고객기본정보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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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ysteni

〈그림 18> 고객참고정보 화면

나이를 이용하여 고객 나이대를 검색하고 이 

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반영하는 정보를 미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고객의 

현 연령대상황을 표현하는 고객참고정보 화 

면〈그림 18〉, 그리고 라이프싸이클 관심분야, 

투자성향 등 고객의 관심정보를 묻는 고객관 

심정보 화면〈그림 19〉으로 구성된다.

〈그림 17〉는 고객이 웹상에서 시스템에 접 

속하여 접하는 화면이며, 고객의 가장 기본적 

인 정보인 이름 성별, 직업 등을 입력하게 된 

다. 직업은 2005년에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생 • 손보 통합직 업 코드를 사용하여 직 업 별위 

험도에 따른 직업코드를 A, B, C, D, E 5개의 

등급으로분류하였다.〈그림18〉의 화면을통해 

고객은 앞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자 

신의 연령대 상황정보를 얻는다. 또한, 고객은 

상품을 추천받을 것인지, 상품을 설계받을 것 

인지 선택을 하게 된다.

고객 이 상품 추천을 선택하면, 상품추천모 

듈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 

품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상품설계를 선택하

〈그림 17> 고객기본정보 입력화면

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납입기간, 보장금액 

등의 상품설계모듈을 통해 상품을 설계 받을 

수 있다.

상품추천을 선택한 고객은〈그림 19〉의 화 

면으로 이동하여 현재 본인이 삶의 단계와, 

평소 투자성향은 어떠한지, 주요한 관심분야 

를 체크하여 상품 추천을 위한 자신의 성향을 

입력한다. 고객관심정보의 항목들은 현재 K 
보험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사용하 

였으며, 주계 약 보험상품 추천과 특약상품 추 

천시 상품추천모듈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5.2 상품추천 모듈

상품추천모듈은 앞서 고객이 입력한 개 인 

정보와 관심정보를 이용하여, 4장에서 제시한 

퍼지방법론을 적용하여, 비퍼지화된 값 중 가 

장 큰 값 3개를 추론하여 이를 활용해 고객에 

상품 3가지를 순서대로 추천한다. 추천된 화 

면은 아래〈그림 20〉과 같다. 고객은 입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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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추천된 보험상품 설명 화면

5.3 벤치마킹모듈

벤치마킹모듈은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정 

보를 검색하여 유사한 정보 （나이, 직업, 소득, 

관심분야） 등의 다양한 조건을 결정하게 함 

으로써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당 상품의 동일한 연령대의 고 

객 중 가장 최근에 가입한 순서대로 고객 5명 

의 보험계약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고객에게 

자신이 선택한 상품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내 

용을 볼 수 있고 기존 가입고객의 보험금액, 

납입기간, 납부보험료 등의 설계 내용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설계함에 도움을 얻을 수 있 

다. 또한, 벤치마킹모듈에서 산출한 기존 가입 

고객의 벤치마킹 자료 중 나이, 소득, 직업 등 

의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상품추천모듈에서 

활용하여 고객에 맞는 상품설계를 제공한다.〈 

그림 22>

개인정보를 재확인하며, 고객의 연령대 상황 

정보를 재확인하며, 그 아래 부분에 추론된 

상품을 볼 수 있다. 상품명을 클릭하여 상품 

의 설계 혹은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은 추천된 상품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보장내용을 비롯한 보험료 지급에 

관한 약관을 살펴볼 수 있으며, 선택한 상품 

에 대한 특약 소개 등을〈그림 21〉에서와 같 

이 볼 수 있다.

.龜 고격넝라갈은 삽활의 론寄0） 유나버 廿薯신 e텸 가읻N허M 주겨악 누헝글

, 보헝거간 毒선 迥히간 色»?닙霍 가茗 驻이 셕빅하芸合니다

〈그림 22> 기존 가입고객 벤치마킹 화면

54 상품설계모듈

상품설계모듈에서 고객은 입력한 개인정보 

를 확인하고 현재의 월수입, 월지출, 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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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 등 재무정보를 입력한다. 앞서 추천받아 

선택한 상품이 기본적으로 보험상품 선택으 

로 선택되고 스크롤을 통해 자신 이 추천받은 

3개의 상품 중 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그 

림 23〉과 같이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 

고 상품을 선택하면,〈그림 24〉와 같이 주계 

약 상품에 대한 납입기간과 보장금액을 설계 

받게 된다. 납입기간은 기본정보인 나이, 소 

득, 직업을, 보장금액은 월소득을 대상으로 4 
장에서 제시한 상품설계 퍼지추론방법을 이 

용하여 설계한다.

또한, 특약상품 추천은 앞서 고객에게 주 

계약 상품을 추천한 방법과 동일하게 상품추

〈그림 23> 고객 상세정보 입력화면

천 퍼지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의 기본정보인 

직업, 성별 나이, 소득와 관심정보인 관심분 

야를 추론하여 값이 순서가 높은 5개의 상품 

을 고객에게 추천한다. 특약상품에 대한 납입 

기간, 보장기간, 보장금액은 앞서 제시한 주계 

약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5.5 보험료산출모듈

보험료산출모듈은 고객 이 입력한 개 인정보 

（나이, 성별）와 자신이 선택한 주계약보험상 

품, 납입기간, 보장금액과 특약보험상품, 납입 

기간, 보장기간, 보장금액을 보험료산출 공식 

에 넣어 이를 계산하여〈그림 25〉와 같이 최 

종적으로 고객 이 선택한 상품과 고객 이 납부 

해야 될 금액을 제시한다. 보험상품 가입을 

완료한 고객의 정보는 가입고객정보 DB에 

저장한다.

〈그림 25〉보험료 산출 화면

〈그림 24> 추천된 상품설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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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 론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내/외부 프 

로세스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프로세스 지 

연 최소화, 대 내/외 프로세스 통합 및 지속적 

인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노력의 일환으로 비즈 

니스 규칙/정책/절차 등의 변경요구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비즈니스 규칙을 변경/관리 

할 수 있는 규칙 기반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고객 및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매 

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은 보험 분야에서 고객의 정보를 이 

용하여 다양한 의사결정 이 가능한 상품 추천 

및 설계 시스템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보南 상품 추천 및 설계 프 

로세스를 정의하고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추 

출하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프로세스 상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규칙들을 설계 및 구현하였 

다. 끝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 

처를 설계하였다.

현재 이 논문에서 제시된 시스템은 실제 규 

칙기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바 기반 

의 룰 엔진인 Drools 을 이용하여 개발 중에 

있다.[17]
향후 활발한 연구가 예상되는 규칙 기반의 

시스템 구현 분야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 제시 

한 보험 상품 추천 시스템은 그 원형 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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