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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용카드 고객 이탈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은 주로 

기업의 현재 고객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주로 고객의 이탈이 

확정되기 전에 이탈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산업에서는 이미 이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재유치(reselling, reacquisition) 전략을 

전개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의 선택 및 연구가 때로는 

이탈한 고객에 대한 예측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객 이탈관리 연구의 

대상을 이미 이탈이 확정된 과거의 고객으로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 신용카드사의 

사례를 활용하여 기존의 고객 이탈관리 연구 분야에서 부족했던 

기업의 이탈 고객 재유치 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고객 재유치 활동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오퍼의 

종류와 캠페인 시행 시점 및 고객 특성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탈로 감지된 고객을 재유치하는 

활동은 가급적 연속 미이용 2개월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비교적 높은 재유치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재유치 성공에 영향력이 가장 큰 오퍼의 종류는 카드론 이자 할인 

오퍼와 부가 서비스 무료 제공 오퍼로 나타났음을 논의하였다. 한편, 

재유치 캠페인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오퍼인 청구할인과 캐쉬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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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 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로, 인터넷과 같은 풀(pull) 전략을 

사용하는 판매 채널에서 구매한 고객은 단기적 혜택에 민감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집인과 같이 푸쉬(push) 전략을 

사용하는 채널에서 구매한 고객은 혜택에 덜 민감한 경향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한편, 포인트 관련 변수의 분석에서는 잔여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일수록 재유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잔여 포인트가 일종의 전환 비용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객 이탈 예측 중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고객 이탈관리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재유치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이탈한 고객을 

효과적으로 재유치하는 방안의 모색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카드업에서의 고객 이탈 시기는 고객의 미이용이 

감지된 시점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탈 고객에 대한 조치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 이탈관리 전략의 

전반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카드사 실무의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고객 관계관리, 고객 이탈관리, 재유치, 신용카드 마케팅 

학   번 : 2005-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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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 가치가 높은 

충성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객은 

언제든지 한 기업의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 구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손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Reichheld and Sasser(1990)가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객의 이탈을 5% 줄이면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들 

모두가 25%~85% 이익 향상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은 공격적 전략인 고객 창출과 함께 방어적 전략인 고객 

유지를 병행해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Fornell, 1992).  

기업은 고객 관계관리의 일환으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이탈을 방어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를 고객 

이탈관리(churn management)라고 한다. 기존의 고객 이탈관리의 

연구의 대상은 주로 기업의 현재 고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고객의 

이탈이 확정되기 전에 이탈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이미 이탈한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재유치(reselling, reacquisition)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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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것이 오히려 이탈 예측보다 더 유용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으로는 신용카드업, 회원제 기반 일상 

소비재(FMCG : fast moving consumer goods) 판매 업종 및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검색, SNS, 온라인 게임 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서비스에서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고, 거래 정보의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거래 주기가 짧아서 고객의 이탈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신용카드업 사례에서는 고객 이탈을 기업과 

회원간의 계약이 끝나는 '회원 탈퇴'와 같은 의미로 널리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업계의 실무와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규제 정책의 변화로 신용카드업에서 고객 이탈의 

인식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 당국의 규제로 인해 미이용 카드에 대한 자동 해지를 

강제하여 신용카드 고객의 미이용 상태가 지속되면, 카드사와 

회원과의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카드사의 고객 

이탈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긴박해지는 것이다. 이에, 신용카드업의 

고객 이탈 인식 시점에 대한 관습적 정의에 재정의가 필요하며, 이탈 

고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신용카드업의 고객 이탈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사례를 활용하여 고객 이탈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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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용카드사의 고객 이탈 인식의 시점은 산업의 특성과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객 이탈관리 연구의 대상을 이탈이 이미 확정된 과거 고객까지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의 특성과 

당면한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신용카드업에서 고객 

이탈에 대한 관습적 정의를 재정의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고객 

이탈관리 마케팅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고객 이탈관리 연구 분야에서 부족했던 기업의 재유치 

활동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A카드사의 무실적 

회원 대상 마케팅 캠페인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고객 재유치 활동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오퍼의 

종류와 캠페인 시행 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재유치 캠페인의 시점과 

마케팅 오퍼의 종류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실무와 향후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객의 특성이 재유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된 고객의 특성 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상품별 미결제 잔액 보유 여부, 무실적 기간 

기준 1개월내 홈페이지 접속 여부, 최종 신용카드의 발급 채널, 

적립/이용/소멸/잔여 포인트의 유무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고객의 

특성들이 재유치 성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할 예정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고객의 특성에 맞도록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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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 방법 및 구성을 

서술하고, 제 2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 관계관리 및 그 세부 분야인 고객 이탈관리의 선행 연구 흐름을 

살펴본다. 이어서 신용카드업의 특성과 업계가 직면한 상황 및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에서 '고객의 이탈'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3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 절차를 정하고 모형을 설계한다. 

이어서 분석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기술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서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캠페인의 시점, 마케팅 오퍼의 종류 및 고객 특성에 

따른 재유치 성공률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A카드사의 실제 

데이터에서 고객의 연속 무실적 기간, 마케팅 오퍼, 고객 이용 데이터 

및 고객 세분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확률 함수를 도출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 속성별로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고객 세분화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전처리 및 통계 

분석 도구는 SAS Windows와 SAS Enterprise Guide 3.4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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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고객 관계관리와 고객 이탈관리  

 

1. 고객 관계관리 

 

고객 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란 

기업의 경쟁 우위와 핵심 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고객 관계관리는 기업의 

경영 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정리, 통합하고 고객 관련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킨다(류강석 외, 2004).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고객 관계관리 활동은 각기 상이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유지하는 

것이 고객 관계관리의 공통적인 목적이다(라선아, 이유재, 2015).  

기업은 '신규 고객의 유치 → 기존 고객의 유지 → 휴면 고객 

활성화 → 이탈 고객 방지 → 우수 고객 증대 → 평생 고객화'와 같은 

고객의 순환 단계에 따른 고객 관계관리로 고객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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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을 증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김상용 외, 2005). 

고객과 기업간의 거래 상태에 따른 순환 단계를 기준으로 기업의 

고객 관계관리 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고객 순환 단계 흐름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활동 

 

 

전통적인 마케팅 연구에서, 기업의 CRM 활동에 관한 주제를 고객 

유치 단계와 고객 유지 단계로 세분화하여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포지셔닝, 세분화, 타겟팅과 같은 개념은 전 고객 

단계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적용 및 연구되어 왔다. 광고 분야의 연구 

또한, 커뮤니케이션 단계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신규 고객과 유지 고객 그룹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은 없었다 

(Blattberg, Kim and Neslin, 2008).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객 이탈관리 연구에서도 현재의 고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현재의 고객이 이탈 가망 고객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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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고객을 재유치(reselling, reacquisition)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2-1>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고객 이탈관리의 대상을 과거 

고객에까지 확장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고객 이탈관리 

 

기업이 고객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도 

고객은 언제든지 기업의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 구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고객 이탈(customer 

churn)'이라고 한다(Blattberg, Kim and Neslin., 2008). 

지속적인 고객은 정상 제품에 더 지출하고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고수익의 원천이 된다(Reichheld and Sasser, 1990). 그러나 

고객의 이탈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Rust and Zahorik, 1993). 고객의 이탈로 인해 기업은 손익 

구조에서 고수익 부분에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탈 고객만큼의 매출과 수익의 벌충을 위해 고객을 새로 

유치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Peters(1988)의 연구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의 노력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의 5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고객의 이탈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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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객 이탈의 정의 

 

<표 2-2>에서 보듯, 고객의 이탈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와 

적용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Lu(2002)는 이동 통신 분야에서 고객의 

이탈을 '고객이 한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옮겨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Buckinx and Van den Poel(2005)의 

연구에서는 일상 소비재 업종에서 '구매 빈도가 평균보다 낮고, 구매 

주기의 표준편차와 구매 주기의 평균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큰 

고객'을 부분 이탈 고객이라고 논의하였다. Glady et al.(2009)에서는 

소매 상업은행에서 고객의 이탈을 '특정한 기간 동안 고객이 한 

기업과의 거래를 멈추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표 2-2> 선행 연구에서의 고객 이탈의 정의 

연구자 적용분야 고객 이탈의 정의 

Lu(2002) 이동통신 
고객이 한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옮겨 가는 것 

Van den Poel and 

Lariviére (2004) 
금융업 계좌를 폐쇄한 고객 

Buckinx and Van 

den Poel(2005) 
FMCG 

구매 빈도가 평균보다 낮고, 구매 주기의 

표준편차와 구매 주기의 평균의 비율이 평균보다 

큰 고객 

Neslin et al. 

(2006) 
일반산업 

특정한 기간 동안 고객이 한 기업과의 거래를 

멈추는 경향 

Glady et al. 

(2009) 
상업은행 거래의 정도가 특정 임계 값보다 낮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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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탈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적용 산업이 직면한 환경에 따라 

이탈의 정의에 따른 전략적 유용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이 

효과적으로 고객 이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탈 고객과 이탈 인식 

기준에 대한 관습적 정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고객이라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고객 이탈을 

유연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산업, 고객 및 상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마케팅 목적에 맞도록 고객 이탈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탈의 정의는 기업이 당면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과 IT의 

발달로 인해 기업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의 행동 및 거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색 서비스, SNS, 

온라인 게임 등의 거래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이탈 고객을 인식하기 위한 필요 관찰기간을 

환경과 전략의 변화에 따라 짧게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탈 고객의 판단 기준을 반드시 고객의 구매, 지불 결제 

행동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가전 제품 등의 내구 소비재나 

적금, 보험 등 장기간 지속되는 금융 상품처럼 거래 주기가 긴 상품은 

고객의 구매 활동, 계약 유지 여부 이외에도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고객의 응답 여부나, 계좌의 잔액 혹은 입출금 계좌나 체크 

카드의 거래 주기 등의 요인을 활용하여 고객의 이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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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객 이탈관리의 선행 연구 

 

고객 이탈관리(churn management)란,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향해 

이동하려는 고객을 예측하고 고객의 수익성을 적절하게 측정하며, 

고객 이탈을 줄이는 기업의 전략과 전술을 가리킨다(Lariviére & Van 

den Poel, 2004). 

고객 이탈관리에 대한 연구는 기존(현재) 고객 중심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Berson et al.(2000)에서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캠페인 

실시 대상과 미실시 대상을 나누어 그룹 간의 이탈 확률을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Ng and Liu(2000)의 연구에서는 위성 방송 분야에서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고, 의사 결정 모형과 분산 분석 모형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고객 이탈관리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정리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고객 이탈관리 분야의 

연구는 고객의 이탈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예측하고, 이탈 확률에 따라 고객 집단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각 방법론의 예측 성과를 비교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현재 고객 중심의 접근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탈이 확정된 고객에 대한 재유치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업, 인터넷 및 모바일 관련 서비스업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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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주기가 짧아 고객 이탈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고, 직접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산업 환경에서는 이탈 확정 후 어떻게 

고객을 효과적으로 재유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표 2-3> 고객 이탈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적용분야 연구 목적 활용 기법 

Berson et al. 

(2000) 
이동통신 

캠페인 실시 대상과 미실시 

대상간의 이탈 확률 비교 분석 

Decision 

Tree 

Datta et al. 

(2000) 
이동통신 

이탈 분석 자동화 및 예측 모형 

개발 
인공 신경망 

Ng and Liu 

(2000) 
위성방송 이탈 고객 예측 

Decision 

Tree, 분산 

분석 

Raghavan et al. 

(2000) 

인터넷 

(ISP) 
이탈 고객 예측 모델 구축 Logit 

Wei & Chiu 

(2002) 
이동통신 통신사 가입자 이탈 예측 

Multi-

classifier, 

Class-

combiner 

김영애 등(2003) 
온라인 

게임 

SOM과 마코프 체인을 이용한 

동적 이탈 방지 

Decision 

Tree, SOM 

마코프체인 

송희석 등(2004)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의 이탈 가능성 

분석 및 이탈 방지  

Decision 

Tree, SOM 

이훈영 등(2006) 생명보험 생명보험사 고객 이탈 예측 Logit 

Chu et al.(2006) 이동통신 통신사 가입자 이탈 예측 C5.0 

조남용 등(2009) 신용카드 신용카드 회원 이탈 예측 
베이지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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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용카드업 

 

1. 신용카드업의 특징 

 

신용카드업은 기업과 고객간에 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회원제 유형의 서비스업이다(이명식, 

2009). 국내에서 신용카드는 지급 결제에 범용적으로 이용되므로, 

거래 주기가 짧고 계속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회원제 서비스의 폐쇄성으로 인해 카드사는 고객이 만들어 

내는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특성을 자세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매 행동과 패턴에 대해 이해하고 고객 세분화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이명식, 2009). 

한편으로 신용카드업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용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의 정책적 목적 하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제 산업이다. 따라서, 충분한 자금력과 자본 

완충력을 지닌 은행 및 대기업 계열 회사들만 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급 결제 서비스가 지니는 공공재적 성격과, 제도에 따라 진입 

장벽을 구축한 허가제 산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정부 주도 정책에 따라 

부침을 겪게 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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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업의 현황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 2000년대 초까지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남발과 열악한 리스크 관리로 인해 

가계 신용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부실화된 이른바 '2003년 카드 

사태'를 겪은 이후, 금융 당국의 엄격한 규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규제의 목적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 결제 및 대출이 소비자 

금융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인식하에 신용카드업의 규모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규제의 내용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카드사의 고수익, 고위험 자산인 대출 자산 축소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신용카드업의 2013년 영업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률은 

25%에 달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훈, 2014). 이는, 

2008년 대비 두 배 가량 높아진 수치로서 신용카드 보급의 포화와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산업은 성장 정체 및 수익, 비용 구조의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성숙기에 진입하였다.  

성숙기 산업의 기업들은 고객의 신규 유치를 위한 비용 지출을 

늘리지만,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현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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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재유치하는 고객 이탈관리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신용카드업에서 고객 이탈의 인식과 재정의 

 

카드사 실무와 기존 연구에서의 고객 이탈은 '회원 탈퇴'와 동일한 

의미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이건창 외, 2002; 조남용 외, 2009). 회원 

탈퇴의 상태는, 카드사와 회원 간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회원에게 

이용 가능한 카드가 없으며, 회원의 마케팅 데이터가 삭제되어 

카드사가 고객 관계관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흔히 카드사들의 고객 관계관리 

활동은 회원의 계약 및 거래 상태를 기준으로 '입회 → 이용 → 

미이용(무실적) → 휴면 → 갱신 → 탈퇴'의 단계로 나누어 전개된다. 

여기서 미이용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재활성화 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회원의 신용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해지 요구가 없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2013년 4월 금융 당국이 미이용 휴면 신용카드의 자동 

해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12개월 연속 무실적 카드에 대한 자동 

해지가 강제되었다. 해지 대상 카드가 회원의 마지막 소지 카드인 

경우, 회원의 요구나 동의가 없어도 자동 탈퇴가 되어 카드사와 

회원의 계약 관계는 종료된다.  

카드사는 휴면 카드 자동 해지 제도의 도입으로,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의 매몰 비용화 및 마케팅 데이터베이스의 삭제로 인한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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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상실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3년 3분기 기준, 카드사가 지출한 신규 회원 유치 비용은 

회원당 11만 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규 유치 

비용의 회수에만 평균 4~5년이 소요되는 셈이다(정훈, 2014). 

제도 도입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의 유효 기간인 

5년 동안은 회원과의 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회원이 미이용 

상태에 있다 해도 접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다양한 

마케팅 오퍼로 여러 차례 재활성화 유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자동 

해지 제도 도입 이후에는 카드사가 12개월 이내에 미이용 회원의 

이용 유도에 실패하면 유치 비용의 회수 기회가 사라져, 유치 비용은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된다. 

또한 카드사는 미이용 회원에게도 부대 수익 사업인 여행 상품, 

보험 등의 판매가 가능하여, 최소 5년간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었다. 미이용 회원의 탈퇴를 막지 못하면, 마케팅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어 이러한 수익 창출의 기회 역시 사라진다. 

이와 같은 당국의 규제 제도 변화로 인하여 회원 탈퇴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카드사가 회원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 기간인 '휴면 회원(미이용 12개월 이상)' 단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카드사의 고객 이탈관리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 

회원의 탈퇴를 이탈로 인식하는 기존의 접근으로는 이탈 회원과 

잠재 신규 회원의 속성이 무차별하므로, 이탈 고객 집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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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치 전략과 그 실행 방안이 성립될 수 없다. 탈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직접 채널(direct marketing 

channel)을 이용할 수 없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신규 유치 고객과 차별화된 이탈 고객 재유치 전략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탈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재유치 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고객의 이탈 발생을 더 민첩하게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미이용 고객의 재활성화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기존의 1/5로 

단축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손상 위험 또한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고객 이탈의 인식과 그에 대한 조치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객의 이탈 시점은 고객의 카드 이용 중단이 

감지된 시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림 2-1> 신용카드업에서의 고객 이탈의 인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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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시점의 관습적 인식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 변화 

이후의 재정의를 <그림 2-1>과 같이 제시한다. 관습적으로는 탈퇴와 

이탈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정의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고객의 

미이용이 감지되는 시점에 대하여 고객 이탈로서 인식한다. 

둘째,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 고객 자산(customer equity)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고객 관계관리 전략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고객 유치와 고객 유지 

활동간의 예산 최적 분배, 이탈 회원의 기대 수익 추정 등 수익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카드사의 고객 관계관리 전략의 여러 가지 방향 중,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재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캠페인의 시점과 

마케팅 오퍼의 종류를 탐색하는 것이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캠페인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캠페인이 실패할 경우에 접촉 비용(채널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캠페인의 비용은 마케팅 오퍼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접촉 비용과 고객에게 제공될 오퍼에 대한 비용으로 나뉜다. 

여기서 오퍼 비용은 반응한 고객으로부터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접촉 비용은 대상 

고객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게 된다(이종환, 남준우 2009). 

재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캠페인의 시점과 마케팅 오퍼의 종류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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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카드사의 미이용 회원 대상 캠페인 수행 데이터와 캠페인 

이후의 회원 이용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횡적으로 분석하여 

캠페인 시점과 마케팅 오퍼의 종류 및 고객의 특성에 따른 재유치 

캠페인 성공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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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절차 및 분석 

 

제 1 절 연구 절차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와 신용카드사의 실무의 마케팅 기획자들은 

주로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나 구매, 행동 패턴과 같은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이탈 확률이 높은 고객 집단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경향이 있다(이종환, 남준우 2009).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가지 종류의 캠페인과 마케팅 오퍼만을 종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캠페인 시점과 오퍼의 종류별 반응률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제어할 수 있는 변수인 

마케팅 오퍼의 종류와 캠페인의 시점을 분석의 주요 변수로 삼고, 

이를 횡적으로 분석하여 이 변수들이 재유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실증 분석의 연구 절차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의 실증 

분석 연구 절차 중 ① ~ ③은 회귀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dataset) 

구성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캠페인 대상 이탈 고객, 캠페인 시점, 

오퍼의 종류, 고객의 특성 및 재유치 성공 여부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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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 : 프로모션 그룹, CG : 컨트롤 그룹 

<그림 3-1> 실증 분석 연구 절차 

 

그 다음, 준비된 데이터셋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재유치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는 각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캠페인의 성패가 주로 어떤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지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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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준비 및 기초 통계량 

 

1. 데이터 선정과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탈 고객을 '캠페인 시행 월의 1일을 기점으로 과거 

1개월 ~ 12개월 미만 동안 신용카드 이용이 없는 고객'으로 정의하고, 

국내 A카드사의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그리고 이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행된 캠페인 및 

마케팅 오퍼와 그 대상이 된 이탈 고객을 수집하였으며,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 기준은 캠페인 수행 이후 3개월간의 카드 이용 건수가 

0보다 큰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 3-2>에 

정리하였다. 

 

 

※ 이탈 관찰 기간 : 캠페인 시점 기준, 과거 1개월 동안 이용 여부 관찰 기간 

※ 재유치 여부 측정 기간 : 캠페인 후 3개월간 이용 여부 측정 기간 

※ 이탈 인식 : 과거 1개월 이상 미이용 고객을 이탈로 인식 

※ 캠페인 시행 : 캠페인 대상과 오퍼를 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시점 

<그림 3-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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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시행 시점(M월)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을 이탈 관찰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용이 없으면 이탈로 인식하고, 

캠페인 시행 후 3개월 동안 고객이 재유치되었는지를 측정한다. 

A카드사의 실무에서는 일정 회수의 통화 시도 후, 고객 본인 통화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본인 통화 성공 회원은 프로모션 그룹으로, 

실패 회원은 컨트롤 그룹으로 정하고 두 그룹간 반응률의 차이로서 

캠페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본인 통화 실패 회원은 본인 통화 성공 회원과 동일한 특성으로 

세분화되었고, 캠페인에 대한 인지가 없으며, 조건을 만족하여도 

마케팅 오퍼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들이 컨트롤 그룹과 

유사하므로 본인 통화 실패 회원을 본 연구에서 컨트롤 그룹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 3-1>에 정리하였다. 

 

<표 3-1> 분석 대상의 정의 

분석 대상 정의 

고객 대상 

- 2012년 1월 ~ 2014년 12월까지, 각 월말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하 기간 동안 신용카드 이용이 없었던 이탈 고객 

- 2012년 2월 ~ 2015년 1월까지 수행한 캠페인(TM 채널 

이용)의 대상 고객 중 본인 통화 성공 고객 

제외 대상 

- 커뮤니케이션 채널 수신 및 마케팅 미동의 고객  

- TM 채널 캠페인 대상이 아닌 이탈 고객 

- 마케팅이 불가능한 12개월 이상 연속 무실적 고객 

재유치 성공기준 캠페인 수행 월부터 3개월간 신용카드 이용 건수 > 0 

프로모션 그룹 캠페인 대상 고객 중 본인 통화 성공 고객 

컨트롤 그룹 캠페인 대상 고객 중 본인 통화 실패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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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준비 

 

분석 데이터의 수집 요건과 범위를 정한 후, SAS의 SQL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변수를 

준비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먼저, 각 기준 월별 이탈 고객과 이탈로 인식된 시점을 고객 식별 

번호와 함께 추출한다. 그 다음, A카드사에서 시행한 모든 캠페인 중, 

TM 채널을 이용하여 시행한 마케팅 캠페인을 추출해 낸다. 동시에 

캠페인의 수행 월과 마케팅 오퍼를 캠페인 식별 번호와 함께 추출하고, 

오퍼를 특정 기준에 따라 범주화한다.  

이어서, 앞서 추출했던 전체 이탈 회원과 캠페인 데이터를 주요 

식별 변수 기준으로 합하여, 이탈 회원 대상 캠페인, 대상 회원, 이탈 

인식으로부터의 기간, 오퍼의 종류를 확보한다. 그런 다음, 분석의 주 

대상이 되는 고객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인 통화 성공 고객은 프로모션 

그룹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통화 실패 고객은 컨트롤 그룹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는 캠페인 수행 월부터 2개월 후까지 총 3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추출하여 위 데이터와 합한다. 그리고,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가족 카드 보유 여부, A은행계좌여부, 연체 경험 

여부, 상품별 미결제 잔액 보유 여부, A카드사 발행 체크카드 이용 

여부, 최종 카드 발급 채널, 적립/이용/소멸/잔여 포인트 유무 등의 

고객 특성 칼럼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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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마다 변수에 포함된 결측값(missing value) 및 

노이즈(입력오류, 범위초과 등) 데이터를 파악하고 제거 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캠페인 시점, 캠페인 대상 이탈 고객, 오퍼의 

종류, 재유치 성공 여부 및 고객 특성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종류와 

설명은 <표 3-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2> 변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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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통계량 

  

국내 A카드사의 자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달 인식되는 

이탈 고객의 규모는 월평균 80만명 수준이다. 이 중 25%인 20만명에 

대해 TM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캠페인 

대상 고객 가운데 본인 통화 성공 고객은 월평균 4만명 정도 

규모이다. 

2013년 4월 휴면 카드 자동 해지 제도의 도입 이후 12개월 이상 

연속 무실적 회원에게는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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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실질적인 재유치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1개월부터 11개월 이하 연속 미이용 고객 데이터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고객 수는 총 125만명 

수준이다. 

 

<표 3-3> 재유치 캠페인 고객 구성 

 

 

본 연구의 대상 고객을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한 구성 비율은 <표3-

3>과 같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남성 그룹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본인 

통화 및 오퍼 안내 이후 재유치 성공률은 30대 여성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림 3-3>에는 캠페인 시점 즉, 고객 이탈로부터 캠페인까지의 

경과 기간에 따른 프로모션 그룹(이하 PG)와 컨트롤 그룹(이하 

CG)의 반응률을 각각 나타내었다. 이탈 기간이 짧은 1~3개월 무실적 

고객은 PG와 CG의 재유치 성공률의 차이가 10%p 미만이며, 무실적 

기간이 길어 질수록 증가하다가 5개월을 넘어서면서부터는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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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림 3-3> 캠페인 시점별 재유치 성공률 

 

<그림 3-4>에는 마케팅 오퍼의 종류에 따른 재유치 성공률을 

PG와 CG를 나누어 표시하였다. 막대 그래프는 PG와 CG의 재유치 

성공률이며 선 그래프는 두 그룹간 성공률의 차이인데, 특히 장기 

대출(카드론)의 이자 할인 오퍼와 부가 서비스 오퍼는 PG에서 재유치 

성공률이 80% 이상 수준으로 높았고, CG와의 차이가 50%p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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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 장기대출(카드론), RV : 회전결제(리볼빙),  

CA : 단기대출(현금서비스), MPO : 미이용 신용카드의 교체 발급 

<그림 3-4> 마케팅 오퍼 종류별 재유치 성공률 

 

<그림 3-5>에서는 고객 특성 변수에 따른 재유치 성공률을 PG와 

CG를 나누어 나타내었다. 막대 그래프는 재유치 성공률을 가리키는데, 

PG에서는 미결제 잔액 보유 여부와 관련한 변수들의 재유치 성공률이 

67~88%로 높은 수준이다. PG, CG간 성공률의 차이가 큰 속성은 

카드론 잔액 보유(30%p), 최종 카드 발급 채널이 제휴사 채널인 

경우(27%p) 및 포인트 이용 경험이 있었던 경우(20%p)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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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고객 특성별 재유치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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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데이터 분석 

    

1. 분석 절차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첫째, 재유치 캠페인의 시점이 이탈 고객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마케팅 오퍼의 종류가 이탈 고객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고객의 특성 변수가 이탈 고객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분류의 독립 변수들이 성격별 재유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례로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독립 변수를 

하나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적합하게 하여 독립 변수의 종합적인 

정보가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종속 변수는 캠페인 시행 3개월 이내에 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관찰하여 0과 1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객 이탈 예측 중심의 연구와는 

달리 가능한 많은 독립 변수를 적합하고, 변수간 모형 적합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이거나, 여러 방법론의 성과를 

비교하는 절차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고객 이탈 확률 예측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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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제어할 수 있는 핵심적 변수인 캠페인 시점과 오퍼의 종류를 탐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데이터 분석 절차에서는 주요 변수인 캠페인 시점과 각 

오퍼 종류의 재유치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다만, 

기업의 재유치 활동에 대한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실무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특성 

변수의 영향력도 함께 분석하였다. 고객 특성 변수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우선 선택하였고 외부 데이터와 파생 변수는 

제한적으로 포함하였다.  

분석 절차에서 회귀 계수는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 method)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계수의 영향력 평가는 회귀 

계수와 승비(odds ratio)의 상대적 크기를 이용하였다.   

 

 

2. 분석 결과 

    

2-1. 캠페인 시점의 영향력 분석 

    

이번 분석의 독립 변수는 캠페인의 시점을 의미하는 고객의 연속 

무실적 개월 수이며, 이하 모든 분석의 종속 변수는 공히 재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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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여부 즉, 캠페인 3개월 이내 신용카드 이용 여부이다. 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고객의 

재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지를 검증하기 위해 캠페인 시점 변수를 

더미 변수화하여 각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독립 

변수 중 종속 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3-4>와 같다. 

    

<표 3-4> 캠페인 시점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모든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1개의 재유치 캠페인 

시점 중에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1개월 미이용 시점이고, 다음은 2개월 미이용 시점이다.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이용 3개월 이후로는 8개월 시점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추정 회귀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다.   



 

 33 

  

 

<그림 3-6> 캠페인 시점별 회귀 계수 

 

 

2-2. 마케팅 오퍼의 종류별 영향력 분석 

 

이번 분석의 독립 변수는 재유치 캠페인의 대상 고객에게 제시하는 

혜택을 의미하는 마케팅 오퍼의 종류이다. 이탈 고객에게 어떤 오퍼를 

제시하는 것이 고객의 재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인지에 대하여 

검증하고, 추정 계수의 상대적 크기로 영향력의 우선 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 오퍼의 영향력 순위를 정하기 위해 마케팅 

오퍼 열 가지를 더미 변수화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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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마케팅 오퍼 종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모든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열 가지의 마케팅 오퍼 

중에 재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영향력이 큰 변수는 카드론 이자 

할인 > 부가서비스 제공 > 쿠폰 > 무이자 할부 > 리볼빙 이자 할인 

순이다. 단, 캐쉬백 오퍼는 재유치 캠페인 성공에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로지스틱 회귀 분석 절차에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마케팅 캠페인에는 다양한 정도의 고객 접촉 비용과 오퍼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을 반영한 마케팅 오퍼의 상대적 영향력의 순서를 

도출하기 위해, 회귀 계수를 고객이 느끼는 혜택(benefit)의 크기로 

보고 이를 기업이 지출한 평균 비용으로 나누었다. 결과값은 비용 

단위당 혜택이 되며, 이로서 비용을 반영한 마케팅 오퍼의 상대적 

영향력의 순서를 도출할 수 있다. 비용 반영 전/후의 마케팅 오퍼 

영향력의 순서를 <표 3-6>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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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비용 반영 전/후 오퍼별 영향력 순서 비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카드론 이자 할인 오퍼의 순위가 

하락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무이자 할부 오퍼의 

순위가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3. 고객 특성 변수의 영향력 분석 

    

이번 분석에서는 고객의 특성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이탈 고객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각 특성 변수들이 재유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3-7>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6 

<표 3-7> 고객 특성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모든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24 종류의 고객 특성 

변수 중에서 재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영향력이 큰 변수는 현금 

서비스 미결제 잔액 보유 > 카드론 미결제 잔액 보유 > 할부 미결제 

잔액 보유 > 타사 신용카드 보유 > 일시불 미결제 잔액 보유 > 

무실적 기준월 당시 홈페이지 로그인 여부 > 무실적 기준월 체크카드 

이용 여부 등 순서로 분석되었다. 

고객이 카드사에 상환하지 않은 잔액이 있는 경우 재유치에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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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85% ~ 310%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미이용 

기준월 당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도 

재유치에 성공할 확률이 45% ~ 84%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카드 발급 채널 변수의 영향력은 제휴사 > 인터넷 > 그룹사 > 

은행 > 모집인(CP)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사 이하 채널은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포인트 관련 변수의 영향력 순서는 잔여 포인트 보유 여부 > 소멸 

포인트 보유 여부 > 적립 포인트 보유 여부 > 이용 포인트 보유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리스크 등급 및 연체 경험 등 리스크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재유치 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스크 

등급의 수치가 커질수록(신용 등급이 낮아질수록), 연체 경험 여부 

변수의 수치가 커질수록(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 재유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성별(남성 여부) 변수와 연령 변수는 모두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 재유치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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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체 독립 변수의 종합적 영향력 분석 

    

본 분석의 독립 변수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분석을 시행한 

캠페인 시점 변수, 오퍼 종류 변수, 고객 특성 변수의 종합적 정보이다. 

모든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에 적합하여 <표3-8>과 같이 회귀 계수를 

추정하였다.  

전체 변수 분석(이하 종합 분석) 결과와 3단계에 걸쳐 수행한 변수 

성격별 분석(이하 개별 분석)의 결과에서 변수 종류별 영향력의 

순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몇몇 독립 변수의 추정 계수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정(+)에서 부(-)로, 부(-)에서 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개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종합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발견되었다.  

다음 절에서 다룰 결과의 해석에서는 주요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해석에서 배제하고, 같은 경향을 

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전략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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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전체 변수의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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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요약 

앞서의 내용에서는 캠페인 시점 변수, 오퍼 종류 변수, 고객 특성 

변수로 변수 그룹을 나누어 각각 회귀 분석(이하 개별 분석)을 시행한 

다음, 전체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이하 종합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개별 분석과 종합 분석에서 도출된 추정 계수의 순서와 

부호를 비교하면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전략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림 3-7> 캠페인 시점별 회귀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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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에서 볼 수 있듯이, 카드 미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유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감소한다. 그러다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개별 분석과 종합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개별 분석에서는 3개월 연속 미이용 이후 시점부터, 종합 

분석에서는 6개월 연속 미이용 이후 시점부터 캠페인 시점이 재유치 

성공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즉, 이탈로 감지된 고객을 재유치하는 활동은 가급적 미이용 기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높은 재유치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았던 미이용 

고객에게는 기존의 재유치 캠페인의 성공률이 낮으므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재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장기 미이용 고객 재유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오퍼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믹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8>에서 보듯이 개별 분석과 종합 분석에서 오퍼 종류별 

영향력의 순서는 유사하다. 카드론 이자 할인 오퍼의 대상은 대출 

니즈를 가진 집단으로서 대상고객 세분화의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고, 

고객의 금전적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재유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론 이자 할인 오퍼는 비용 소요가 많고, 이탈 고객 

가운데 대출 니즈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에게는 소구력이 없어 오퍼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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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마케팅 오퍼별 회귀 계수 비교 

    

부가 서비스 무료 제공 오퍼는 비용 소요가 적어 더 많은 고객에게 

오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조건 없이 실질적인 

혜택(신용정보 조회, 변경 등 알림 등)을 주는 장점이 있어 재유치 

효과가 크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인 지급 결제를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유치 이후, 

고객의 이용액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이탈 회원에게 흔히 제공되는 청구할인과 캐쉬백 오퍼는 

재유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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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의 범주에 속하는 청구할인, 캐쉬백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세분화 그룹별 보상 정도를 최적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캠페인 내용의 인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복 

커뮤니케이션의 회수와 효율적 채널 선택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9>은 고객 특성 변수의 추정 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대체로 계수의 영향력 순서는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에서 

유사하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최종 카드 발급 채널 변수의 영향력은 인터넷 > 그룹사 > 은행 > 

모집인(CP) 순으로 나타나 있다. 대표적 풀(pull) 채널인 인터넷 

채널에서 구매한 고객은 단기적 혜택에 민감하고, 푸쉬(push) 채널인 

은행 및 모집인 채널의 고객은 혜택에 덜 민감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 모집 고객은 단기적, 금전적 

혜택으로 재유치에 성공한 이후에는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그 외 채널로 모집된 고객은 단기적 혜택의 성공 확률이 

비교적 낮으므로 이외의 대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 관련 변수에서는 잔여 포인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잔여 포인트가 일종의 전환 비용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당 고객 그룹에는 잔여 포인트 안내와 함께 포인트 

이용을 유도하고 재적립이 동시에 발생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시행한다면, 포인트의 완전 소진을 억제하여 전환 장벽은 유지하면서 

고객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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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회원 특성별 회귀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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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 및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객 이탈관리 연구 분야에서 고객의 순환 단계에 따른 

차별적 전략에 대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고객 이탈관리 주제에 대해 현재 고객(기존 고객)의 이탈 

예측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 고객(이탈 고객)의 

재유치 문제에 대해 다룸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고객 이탈관리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재유치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이탈한 고객을 효과적으로 재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둘째, 신용카드업에서 고객 이탈의 관습적 정의를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의하였다. 기존에 신용카드 고객의 이탈은 

카드사와 회원 간 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탈퇴와 같은 의미로 

널리 인식해왔다. 선행 연구와 업계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인식은 카드업의 특징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12개월 연속 미이용 카드에 대한 자동해지가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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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됨으로써, 카드사가 회원의 탈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이전 

어느 때보다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고객 이탈의 관습적 

정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추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도입 등 환경의 

변화로 고객 자산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 새로운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이탈고객에 대해 재정의하였다. 본 논문의 조사` 분석 결과 

고객 이탈의 인식은 고객의 미이용이 감지된 시점이 되어야 하며, 

실증 분석을 통해 이탈 고객에 대한 조치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 이탈관리 전략의 전반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카드사 실무의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기업의 재유치 활동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카드사의 실제 캠페인 수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이탈 고객 재유치 활동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오퍼의 종류와 캠페인 시행 시점을 탐색하였다.  

오퍼의 종류와 캠페인 시행 시점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 밝힌 내용은 실무와 향후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 한 가지 오퍼만을 다루었던 데 비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횡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했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재유치 캠페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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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고객 세분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고객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대해 추가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고객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재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 및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A카드사만의 캠페인 수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표성과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개별 카드사의 전략, 

주요 모집 채널, 상품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각 사 회원의 구매 

행동의 특성과 잠재 리스크의 정도 및 인구 통계학적 성격은 다양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 내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산업간 교차 연구를 통해 좀 더 풍성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고객 재유치의 성공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미시적 논의에 그쳐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분석 

과정에서 연체 경험 및 외부 신용정보와 관련한 리스크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하였을 때, 리스크가 큰 고객일수록 재유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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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재유치 전략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오퍼 시점(when to offer)과 종류(what to 

offer)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세분화된 고객 특성에 따른 

캠페인(to whom to offer) 전략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캠페인 시점, 오퍼의 종류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세분화 고객 그룹의 특성에 맞춤화된 캠페인 전략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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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Reacquiring Defected Customers  
- Focusing on Korean Credit card industry - 

 

Sung-Ho, Jo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isting studies on customer churn management have been limited to the 

current customers of the enterprises and focused on the activities to predict and 

prevent customer churn before it is confirmed. However, it is possible to use 

reselling and reacquisition strategies in certain industries to reacquire defected 

customers. And these strategies may turn out to be more useful than predicting 

defec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to expand the subjects of customer churn 

studies to include previously defected customers. Furthermore, this study utilized 

the cases of credit card companies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on corporate 

efforts for reacquisition of defected customers which was the limitation of 

existing customer churn management studies.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d 

the types of marketing offers and time for enforcing campaigns.  

The result of empirical studies demonstrated that activities to reacquire 

defected customer must be conducted quickly within 2 months of defection to 

expect comparatively high success rate of re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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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kinds of offer with highest reacquisition 

success were offer for discount on card loan interest and for additional free 

service. On the other hand, the most commonly used offer was discount at the 

time of credit card bill and cash back offer where these two offers showed 

negligible or even negative effect on the success of reacquisition.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ustomer characteristics variables showed that 

customers who purchased through sales channels such as internet which uses pull 

strategy were sensitive to short term benefits whereas the customers who 

purchased through sales channels such as bank branch or agents using push 

strategy were less sensitive to the benefit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n the 

point related variable showed that customers with remaining points had higher 

success rate of acquisition implying that remaining point acted as some kind of 

switching cost.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reacquisition strategy as a part of 

customer churn management by expanding the scope of existing research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prediction of customer churn. By doing so,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seeking the effective strategy for 

reacquisition of detected customers.  

Furthermore, it was concluded that customer churn in credit card industry has 

to be defined as the point that customer is detected to stop using the credit card 

and the quicker measure on the detected customers are taken more effective it 

will be.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future directions of credit 

card company strategies by suggesting necessity for overall rearrangement of 

customer churn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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