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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 상품 거래 고객의 이탈 예측 및 원인 추론

A Securities Company’s Customer Churn Prediction Model and Causal 

Inference with SHA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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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머신러닝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머신러닝이 지닌 설명 불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어 적극적인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증권사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이탈예측 모델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SHAP Value 기법을 사용하여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 개발 시도와 해석 가능성 도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총 6가지 고객 

이탈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SHAP Value와 고객의 자산 변화에 따른 유형 분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이탈 원인을 추론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마케팅 담당자의 실제 고객 마케팅 수행에 

있어 원인 추론이 가능한 이탈 예측 결괏값을 사용하고 고객별 마케팅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종합적 판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 고객 이탈 예측모델, 머신러닝, 설명가능성, 원인 추론, SHAP Value

Abstract

The interest in machine learning is growing in all industrie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it to real-world tasks because 

of inexplicability. 

This paper introduces a case of developing a financial customer churn prediction model for a securities company, and 

introduces the research results on an attempt to develop a machine learning model that can be explained using the 

SHAP Value methodology and derivation of interpretability. In this study, a total of six customer churn models a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cause of customer churn is inferred through the classification and data analysis of 

SHAP Value and the type of customer asset chan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possible to use 

it as a basis for comprehensive judgment, such as using the Value of the deviation prediction result that can infer 

the cause of the marketing manager’s actual customer marketing in the future and establishing a target marketing strategy 

for each customer.

■ Keyword : Churn Prediction Model, Machine Learning, XAI, Causal Inference, SHA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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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 학계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머신러닝 알

고리즘이 업무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개

발, 기존 업무 개선, 리스크 관리, 마케팅 등 다양

한 업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예측 모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과거 

금융 거래 이력 등의 행태 정보를 통해 미래 행태

를 예측하고, 그 결괏값을 다양한 고객 관리 업무

와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추세[4, 9] 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

이 지닌 고유한 특성 중 설명 불가능성으로 인해 

적용 가능한 업무 영역의 확대와 실무 활용에 있

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소위 “블랙박

스”라 불리는 설명 불가능한 영역을 해결하기 위

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

계 또한 머신러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8, 9, 10, 11, 12, 14, 

15].

[21, 22, 23, 24]에서 이탈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변수 중요도를 

추출하는 기법에 지나지 않아 고객이 이탈하는 

진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이탈 원인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3]에서 제안한 

SHAP 기법을 통해 중요 변수를 찾아내고, 추가

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이와 결합

하여 고객의 숨은 이탈 원인을 추론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변수 중요도에 그치지 않

고 더 나아가 증권 금융 거래 고객의 숨은 이탈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증권사의 온라인 대 고객 마

케팅(CRM)에 활용 중인 고객 이탈 예측 모델 개

발 사례를 소개하고, SHAP Value 기법을 사용하

여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 개발 시도와 해석 

가능성 도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Ⅱ. 선행연구

2.1 이탈 예측 모델

금융권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국내에서는 금융 데이터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해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때

문에 대체로 고객 규모가 큰 은행과 카드 업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는 예측 모델 연구가 

진행되었다[6]. 선행연구 대부분은 다양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측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제시[1, 3, 6] 하거나 예측된 결과를 활용

하여 대 고객 마케팅 지표 세분화에 응용하는 연

구로[2, 5, 7] 구분된다. 알고리즘 측면에서 살펴

보면, [21]은 통신업 분야에서 일반적인 인공 신

경망과 self-organizing maps(SOM)을 결합한 하

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해 고객 이탈을 예측하였

다. 인공신경망은 학습 데이터의 차원 축소 역할

을 수행하는 데 이때 노이즈를 감소시키는데 활

용하였으며, SOM은 차원 축소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이탈 예측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차원 축소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큰 단점이 있

다. [22]는 은행업 분야에서 SVM을 이용해 이탈 

고객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데이터 세트의 불

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랜덤 샘플링 방법을 적

용하였으나 단순 랜덤 샘플링은 데이터 세트의 

분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3]에서 

제안된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통신 

고객의 이탈 고객을 예측하였다. 또한 분류 후, 

제안된 모델은 코사인 유사성을 이용하여 그룹별

로 이탈 고객을 분류하여 그룹 기반 Retention 제

안을 제공함으로써 이탈 고객의 데이터를 세분화

한다. 또한 이탈의 근본 원인을 결정하는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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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탈 요인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변수 중요도 추출과 유사하며 개인별 이탈 원인

이 아닌 그룹별 이탈 원인을 찾는 것으로 정확한 

이탈 요인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4]에서

는 SVM을 이용해 이탈 고객을 예측하였는데, 모

델 설명을 위해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기

법을 사용해 중요 변수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

는 변수 중요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탈 고객의 정

확한 원인을 이해하긴 힘들다.

[25, 26]에서는 SHAP 기법을 활용한 통신사 

고객의 이탈을 설명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다른 유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순 변수 중요도 

파악에 그치고 있다. 또한, 모형이 예측한 결과에 

대한 변수 중요도를 평균으로 산출해 냈을 뿐, 개

인 고객별 이탈을 설명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중요도 파악에 그치

지 않고 고객 개인별 이탈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론을 제시함으로써, 마케팅 업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이탈 예측 모형 활용 가능성을 도

모한다.

2.2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머신러닝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연구에 있

어 가장 핵심은 결괏값의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두 가지 대표적인 기법이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첫째는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s)인데, 이 알고리즘은 입력 

값에 변화를 주었을 때 모델의 예측 값이 변화하

는 수준에 따라 변수 중요도를 확인한다. 즉, 다

른 변수를 통제하에 사용된 각각의 독립변수 값

을 조정했을 때 모델의 예측 값이 크게 바뀌는 

순으로 변수의 중요도가 높다고 분석[15] 한다. 

결괏값의 근사한 값(Local Result)을 통해 역으로 

모델의 작동법을 설명하려는 방식이다.

둘째는 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은 게임이론에서 섀플리 값(Shapley Value)으로 

합리적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차용된 

기법이다. 이 기법은 LIME 과 마찬가지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발된 모델의 결괏값

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사용된 변수 유

무에 따른 평균적 결괏값 변화를 통해 영향도를 

추정하는 방식[13]을 따른다.

우리는 상기 두 기법 중, SHAP(이하 SHAP 

Value)을 이용해 금융상품 거래 고객 이탈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탈 원인을 추론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투자 실패 후 이탈하는 고

객은 단순 투자 실패와 원금 회복형 투자 실패 

등 다양한 거래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

석 가능한 원인을 추론하여 고객 이탈 전 마케팅 

실무자들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다. SHAP Value를 본 연구에 채택한 이유는 선형 

모델뿐만 아니라, 인공신경망의 비선형 모델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IME 기법은 머신러

닝 모델이 지역적으로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고 가정하지만, 왜 그렇게 가정하였는지에 대한 

이론과 설명이 전무하다. 반면에, SHAP Value는 

대조 설명(Contrastive Explanations)이 가능하여, 

LIME의 지역적 모델(Local Model)에 없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Ⅲ. 활용 방법론

3.1 변수 선택 및 추출

변수 선택과 추출은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모델의 예측 성능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 정보뿐

만 아니라 금융상품 거래 고객의 특징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자산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주요 변수

로 포함하였다.

인구통계학 정보 : 가장 기본적인 고객 정보로

서 고객의 나이, 성별, 고객 주기, 고객 등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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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무료 계좌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 정보 : 고객 접촉 채널별 매수, 매도 횟수 

및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래 고객 이탈 

예측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여기서 채널

이란 MTS1), HTS2), WTS3), ARS4)등이 포함된다. 

자산 정보 : 고객 전체 자산을 비롯해, 세부 내

역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금, 주식 자산, 선물, 채

권, CD/CP5), RP6), 파생상품, 펀드, 신탁, WRA

P7), 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행태정보 : 채널별 접촉 이력으로 채널

별 접속 횟수, 체류 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고객은 성향에 따라 다른 채널 접촉 행태

를 보인다. 일반적인 이탈 고객의 경우 채널 접촉 

횟수와 체류시간이 점차 감소한다. 반면 체리피

커(Cherry Picker8))의 경우 예수금 입고 후 아무

런 행태를 보이지 않다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이

탈해 버린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자신이 선호

하는 채널을 이용해 꾸준한 활동을 보인다.

파생 변수 : 주로 자산 정보를 이용해 파생 변

수를 생성하였으며, 과 같은 비율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단기 투자성 고객은 주로 RP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여, 다른 금융상품 대비 RP 자산 

보유 비율이 높다.

3.2 정규화 및 전처리

변수 선택 및 추출에서 살펴본 여러 변수들은 

그 형식과 스케일이 서로 다르다. 인공신경망과 

같은 모델은 범주형 변수를 바로 사용할 수 없으

며, 변수 간의 스케일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이진수로 변

환하였으며, 변수 간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규화 하였다.

인구통계학 정보 : 고객 등급과 같은 범주형 변

수는 원-핫 인코팅(One-hot encoding)을 적용하였

으며, 누락되거나 이상치가 존재하는 변수는 이

상치를 평균 또는 최솟값으로 보간(Interpolation) 

하였다. 

거래 정보, 자산 정보, 온라인 행태정보 : 고객

간 거래 횟수 및 자산 정도의 차이가 매우 커 

Z-Score 정규화를 사용하였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Z-Score 정규화를 통하면 를 따르게 되

어 변수 간 스케일 차이는 극복된다. 하지만 범주

형 변수와의 스케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Sigmoid 함수를 이용해 값의 범위를  사이로 

조정한다. 

3.3 SHAP Value를 이용한 영향 변수 분석

실무자 입장에서 해석이 어려운 머신러닝 모

델의 경우 마케팅 실행 영역에 적용하기 쉽지 않

다. 마케팅은 타깃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

세한 기획안(e.g. 실행 채널, 마케팅 메시지, 오퍼, 

캠페인 기간 등) 이 필요하다. 하지만,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결괏값은 모델링에 활용된 각 고객 

변수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기획 및 

 1) Mobile Trading System, 스마트폰 어플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

 2) Home Trading System, 컴퓨터 프로그램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

 3) Web Trading System, 웹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

 4) 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

 5) CD: 양도성정기예금증서, CP: 기업 어음

 6) 환매조건부 매매

 7) 일임자산운용전무가가 투자목적과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제공

 8) 제품이나 서비스 중 특정 요소만 골라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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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SHAP Value 활

용을 통해 모델링에 사용된 변수의 예측 영향도

를 파악할 수 있어, 마케팅 분야에서는 예측 결과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을 시도해 

볼 수 있다. [12].

SHAP Value는 모델링 시 모든 변수 조합에 대

해서 하나의 변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3개월 뒤 이탈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한다고 가정하자. 모델에 사용하는 변수는 총 4

개(연령, 성별, 가입일, 마지막 로그인 일자)이고, 

마지막 로그인 일자의 예측 기여도를 알고자 한

다. 가능한 변수의 조합은 그림 1과 같이 총 8개

이고, 각 조합에 대해서 마지막 로그인 일자 변수

를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예측 값

의 차이를 각각 계산하고 이들의 가중평균을 구

한다.

이를 수식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13]

*  는 Value 로 모델의 예측 값

<그림 1> SHAP Value 계산을 위한 가능한 변수 조합

여기서 는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부분 집합이

고, 는 기여도를 관측하고자 하는 j 번째 변수, 

p는 활용 가능한 변수의 수이다. 오른쪽 항 

은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와 포함되었을 때 예측치 차이에 의한 기여도이

고, 그 왼쪽 항  은 모든 가능한 변수의 

조합에서  변수의 가중 평균이다.

이와 같이 SHAP Value는 고객별 각 변수에 대

한 영향도를 전체와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를 SHAP Value의 주요 특징인 대조 설명

(Contrastive Explanations)이라고 한다. 만약, 특

정 고객 군에 마지막 로그인 일자가 이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로그인하지 않은 기간이 길

수록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고

객의 서비스 방문율을 높여 이탈 방어 캠페인 전

략 수립을 구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

수 영향도 하나로 개별 고객의 이탈 원인을 설명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그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4.7 이탈 추론 결과에서 다루도

록 하겠다.

3.4 이탈 예측 방법론

이탈 예측과 관련된 예측 모델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적

용하였다. 먼저 시계열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순환 신경망(이하 RNN) 계열의 장단기 메모리

(이하 LSTM)와 변수에 가중(이하 Attenttion)을 

두어 번역에 주로 활용되는 시퀀스-투-시퀀스(이

하 Seq2Seq with Atten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 또한, 인접한 데이터의 지역 정보(Local 

Information)을 활용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이

하 CNN)과 그 응용인 잔차 신경망(이하 ResNet)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시계를 인

접한 지역 정보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를 통계 처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

(이하 Random Forest)와 서포트 벡터머신(이하 

SVM)을 이용해 이탈 예측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채택한 6가지 모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20  한국빅데이터논문지 제5권 제2호
 

3.4.1 LSTM

LSTM은 RNN 알고리즘의 응용 모델로 데이터

에 장기간 의존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16]. RNN 은 장기간 의존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것이 LSTM의 

Cell State라는 요소이다. 이는 필요 없는 정보를 

없애거나 새로 추가된 정보를 저장하는데 활용된

다. 이러한 Cell State는 Gradient Highway 와 같

은 역할도 수행해 기울기 소실도 방지한다. 

LSTM은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작동된다. 먼저 

Forget gate로 과거 정보의 저장 유무를 결정한다. 

Forget gate는 이전 은닉 상태(hidden state, 

와 현재 데이터( 를 입력으로 받는다. 다

음은 Input gate로 현재 데이터의 저장 유무를 결

정한다.

현재의 cell state값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저

장할지 결정하게 된다. 세번째로 Cell state를 업

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Forget gate를 통해서 얼마나 정보를 제거할지, 

Input gate를 통해서 정보를 얼마나 추가할지 결

정하게 된다. 마지막은 Output Gate로 어떤 출력

값을 출력할지 결정하게 된다. 

3.4.2 Seq2Seq with attention

주로 언어 번역에 많이 사용되는 seq2seq [17] 

알고리즘은 RNN으로 구성된 인코더-디코더로 

이루어진다. 영어-한글 번역을 예로 인코더는 입

력 영어 문장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Context 

Vector)로 인코딩(압축) 하고 디코더는 인코딩된 

벡터를 다시 디코딩(재현) 하여 한글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하나의 벡터로는 입력 

문장의 모든 시퀀스 정보를 담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에서

는 seq2seq 알고리즘에 Attention 기법을 도입하

였다. Attention 은 입력 문장 시퀀스의 개별 단어

에 가중치를 두어 목표(Target) 단어와 중요도 관

계를 찾는 역할을 수행한다. 

3.4.3 CNN

CNN 은 인간의 시신경을 모사한 모델로 AlexNet 

[19] 이후로 딥러닝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Convolution과 Pooling 계층을 통해 인접한 데이

터의 지역 정보 관계를 찾는데 좋은 성능을 보이

며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지역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CNN을 활용하였다.

3.4.4 ResNet

일반적인 CNN을 포함한 심층 신경망은 계층

이 깊어지면 기울기 소실, 폭발 및 Degradation 이 

발생한다. 기울기 소실 및 폭발 문제는 출력 층의 

오차 값에 대한 미분 값이 입력 층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소실되거나 폭발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Degradation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

된 문제로 층이 깊어지면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

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은 항등 

매핑(Identity Mapping)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에서 예측 값과 관측 값의 차이인 잔차를 학

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잔차 학습은 

항등 매핑을 용이하게 해 신경망의 계층을 깊게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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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Random Forest

하나의 결정 트리는 과적합에 매우 취약하지

만, 앙상블 학습을 통해 과적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Random Forest는 Bagging이라는 과정을 통

해 데이터와 특징(변수)의 부분집합을 뽑아 여러 

개의 트리를 학습한다. 각 트리에서 분류한 결과

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선택한다. 

Random Forest는 과적합 방지뿐만 아니라 변수

의 스케일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4.6 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훈련 집합의 부분 집합인 서포트 벡터 

간의 거리를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찾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서포트 벡터는 각각의 클래스에 속

한 데이터 중에서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이다. 만약 데이터가 선형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커널 트릭을 이용해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여 

초평면을 찾아낸다. SVM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레이블이며 는 입력 데이터이다. 

선형 분리가 가능한 데이터에선 SVM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위 수식은 에러를 허용하지 않는다. 에러

를 허용하기 위해 slack variable 를 도입하면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벌점 계수로 잘못 분류된 샘플에 벌

점을 가한다. 위 수식을 Lagrangian을 활용해 듀

얼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

비선형 문제를 풀기 위해 커널을 도입해 

을 로 대치하면 다음과 같다.

커널 은 설계자가 정하며 선형 커널과 

RBF 커널이 자주 사용된다.

Ⅳ. 실 험

4.1 데이터 세트

본 연구에서는 증권사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

해 모델을 학습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

하여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이탈 예측 분석 및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샘플링을 통해 고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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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약 15,000 건의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였고 인

구 통계학 정보, 자산 및 거래 정보 등 총 70 여개

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고객 관리 입장에서 자산의 규모에 따라 이탈 

위험도가 달라진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탈 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비대면 고객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고객 관리체계를 반영하여 자산규모 

별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 증권사 대외비 정보이

기 때문에, 그룹별 고객 분포 및 고객수는 생략

한다.

그룹 자산  규모

그룹 1 자산 100만원 이하

그룹 2 자산 100만원 ∼1,000만원

그룹 3 자산 1,000만원∼3,000만원

그룹 4 자산 3,000만원 이상

<표 1> 자산 규모별 그룹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이탈 고객과 정상 고객

을 기준으로 계층적 샘플링을 통해 약 2,000명의 

고객을 테스트 세트로 샘플링 하였다.

4.2 이탈 기준

대면 고객과 비대면 고객은 자산 운용 규모와 

거래 빈도가 다르다. 대면의 경우 자산 100만 원 

미만으로 특정 기간 유지되면 이탈로 판정하는 

반면, 비대면의 경우 자산 10만 원 미만으로 특정 

기간 유지 시 이탈로 판정된다. 우리는 비대면 고

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유지 시 이탈로 판단하였다.

구분 정의

정상고객 자산 10만원 이상 유지 고객

이탈고객 자산 10만원 미만 1달 이상 유지 고객

<표 2> 정상 및 이탈 고객 분류 기준

<그림 2> 자산 변화에 따른 이탈 판정

4.3 정상 고객 / 이탈 고객 Labeling

고객이 이탈할 날짜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실

제 이탈 일을 기준으로  일 만큼 이탈 레이블

을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3월 5일이 실제 이탈 

일이라면 이 고객의 이탈 레이블은 3월 2일∼8일

까지가 된다. 

<그림 3> 실제 이탈 및 이탈 판정구간

4.4 Data Augmentation / 불균형

이탈 예측은 정상 고객에 비해 이탈 고객이 매

우 적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Data Augmentation

<그림 4> 정상 및 이탈 레이블 별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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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데, 먼저 데이터 학습 Window를 따라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학습 Window는 입력 데이

터의 기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35 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4처럼 이탈 구간의 데이터는 모두 

샘플링 하였으며, 정상 구간은 랜덤 샘플링을 진

행하였다. 이때, 정상 구간의 데이터를 2배 이상 

더 랜덤 샘플링 하였다. 

또한 SMOTEEN 기법을 이용해 데이터 클래스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였다. SMOTEEN은 

SMOTE 기법(소수 클래스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샘플링 한 후 이웃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값에 

난수를 곱하여 해당 위치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

성)과 ENN 기법(다수 클래스의 각 데이터 주변 

k 개의 데이터가 모두 다수 클래스에 속하지 않

으면 삭제)을 조합한 기법이다. 

4.5 입력 데이터 형식

사용된 신경망 계열 알고리즘과 일반 머신러

닝 알고리즘의 입력 데이터 형식이 다르다. 신경

망 계열의 알고리즘은 일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

면 일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주간 별 통계량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탈 예측을 한 후 이탈 방지를 

위한 캠페인 준비 기간을 위해 입력 데이터 기준 

7일 이후를 예측하였다. 그림 5는 입력 데이터와 

모델 별 작동원리를 도식화하였으며, 그림 6은 

LSTM을 예로 입력 데이터 형식을 나타냈다.

<그림 6> LSTM을 예로 든 데이터 입력 및 결과 출력 과정 그림상에는 주 별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일별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D-0를 기준으로 D-35까지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D-0를 기준으로 D+7을 예측일로 설정해 실무자의 마케팅 대응시간을 확보하였다.

<그림 5> 데이터 구조 및 모델별 작동 원리 시각화 (a) 입력데이터 구조로 붉은 직육면체가 하나의 고객을

나타낸다. (b), (c) LSTM과 Seq2Seq with attention으로 (a)의 붉은 직육면체가 배치 형태로 입력된다.

(d) CNN과 ResNet으로 convolution단계에서 필터가 time step을 이동하면서 데이터가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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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모델별 아키텍쳐 및 성능

표 3은 모델 성능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정확

도(Accuracy)인 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각 그룹별 인원수로 가중 평균하였다.

정상 이탈

정상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이탈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

<표 3> 모델 성능 지표 

TP: 실제 정상을 정상으로  예측, FP: 실제 이탈을 정상으

로 예측, FN: 실제 정상을 이탈이라고 예측, TN: 실제 

이탈을 이탈로 예측

LSTM의 경우 5 layers (512x256x128x32x2)로 

설계하였고 Seq2Seq 모델은 4 layers (256x128x 

32x2)로 설계하였다. CNN은 (conv → conv → 

pooling)을 3 계층 쌓았고 이후에 완전 연결 계층 

5 layers (2024x512x128x64x2)를 쌓았다. ResNet

은 (ResNet Layer → pooling)을 4 계층 쌓았고 이

후에 완전 연결 계층 3 layers (512x128x2) 개 쌓

았다. 모델의 구조가 간단한 이유는 실무자가 향

후 모델 운영에 있어 업무 적용 및 활용에 용이하

며 파라미터 튜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다. 또한, 추후 모델 재개발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

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Shallow 

한 모델 구조를 선택하였다. 그림 7은 모형 개발 

프로세스로 복수의 모델을 비교 학습하여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였다.

아래 표 4에서 나타낸 것처럼 성능 지표 상으

로는 CN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다음으

로는 Seq2Seq with Attention이 높았다. 다른 모델

은 성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모

델을 가볍게 설계하였기 때문인데, ResNet처럼 

깊게 쌓아야 좋은 성능이 나오는 모델들이 제 성

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델 성능

은 실제 증권사의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본 

연구는 모델 성능보다 모델의 아웃풋에 SHAP 

Value를 결합한 이탈 원인 추론이 주 목적이므로 

정확도(Accuracy)만 제시한다.

모델명 정확도(%)

1 LSTM 81.59

2 Seq2Seq with attention 82.23

3 CNN 86.54

4 ResNet 81.83

5 Random Forest 81.23

6 SVM 80.43

<표 4> 모델 별 성능

4.7 이탈 추론 결과

모델이 예측한 금융상품 거래 고객의 이탈 확

률에 원인을 추론하기 위해 SHAP Value를 통한 

<그림 7> 모형 개발 프로세스 1) 데이터 수집 단계,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 2) 데이터에 

대한 EDA를 통해 목표군(이탈 고객)과 대조군(비 이탈 고객)을 구분하고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 3) 

모형학습 단계로 여러 모델을 학습하여 성능 비교, 4)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선택 후 테스트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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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중요도와 더불어 표 5에 정의된 개별 고객

의 이탈 직전 Fact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SHAP 

Value는 특정 변수가 이탈 확률에 어느 정도 영

향을 주었는지 확인 가능하지만, 이 사실 하나로 

이탈 원인까지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령, 

한 고객의 ‘주식거래 횟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면, 그 횟수가 빈번하여 수익실현을 하

고 이탈로 예상되는지, 거래 횟수가 적어 향후 거

래 중단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SHAP Value

는 특정 변수의 성질에 따른 중요도 파악이 어렵

다. 따라서, 사전에 가공한 개별 고객의 Fact 데이

터를 모델의 결괏값(이탈 확률) 과 SHAP Value

에 각각 결합하여 고객의 이탈 원인을 추론한다.

각 고객별 Fact 데이터의 평균 수익률은 3개월

간 금융상품 거래 합계 평균 수익률이며, 수익 유

형은 지난 3개월간 유형을 분석하여 표 6과 같이 

15개 체계로 분류하였다. ‘수익실현-일반’ 유형

은 3개월 동안 매월 수익을 달성하여 수익 실현

을 하고 이탈로 예측된 고객이며. ‘수익실현

-CUP’ 유형은 처음 1개월(-M3에서 –M2) 동안 손 <그림 8> 투자실패 CAP-N

<표 6> Fact 데이터 항목 중 투자 수익 유형 정의 M0는 예측 시점이며 –M3는 M0기준 3개월 전

Fact 데이터 

항목
설명

수익 유형
직전 3개월간 1개월 단위 수익률을 

측정한 수익유형

평균 수익률
이탈예측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평

균 수익률

자산 입금 

출처
최근 계좌 입금 출처(은행, 증권사 등)

자산 입출금 

횟수
직전 3개월 동안 입출금 횟수

금융상품 

거래 횟수
직전 3개월 동안 거래 횟수

<표 5> Fact 데이터 항목 및 세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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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다가 이후 2개월(-M2에서 M0) 간 수익을 

달성하여 합계 평균 수익률이 양수인 이탈 예정 

고객이다. ‘투자실패-CAP’ 유형은 처음 1개월 수

익을 달성했으나, 이후 2개월 동안 손실이 발생

하여 합계 평균 수익률이 음수로 이탈 예정인 고

객 유형이다. 현금자산 입금 출처는 단기 이벤트

로 유입되어 체리피커 형 이탈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가입 경과 일이 짧고 타 증권사

로부터 유입된 고객은 이벤트 반응형 즉 체리피

커 형 고객일 확률이 높다. 입출금 횟수와 금융상

품 거래 횟수는 투자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두 항목의 거래 횟수가 특정 기간 동안 없을 시 

자산을 방치하여 자연 이탈 예정인 고객 유형이

다. 그림 8은 ‘투자 실패 CAP-N’의 예시로 –M2 

시점에–M3 대비 자산이 감소하다가 다시 –M1 

시점에 회복세로 돌아선다. 하지만 M0에 결국 –

M3 대비 자산이 감소한 형태를 띤다.

그림 9 은 개별 고객의 SHAP Value와 Fact 데

이터를 매핑한 후 Rule에 근거한 대표적인 이탈 

원인 추론 과정이다. 첫 번째 Case는 최근 주식자

산 변동률이 이탈 원인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그 성질을 알 수 없으므로 Fact 

데이터를 매핑 한 결과, 3개월 동안 최초 1개월간 

수익을 보았으나 최근 투자 결과가 안 좋아 이탈

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Case는 예

수금 변동률이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고, Fact 데이터 매핑을 통해 최근 타 증권사로부

터 현금 자산이 유입되었으며, 주식거래는 0 회

로 단순 이벤트 혜택을 위해 유입된 고객으로 혜

택 수령 후 이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 연

구에서는 이러한 이탈 원인을 총 22개 분류 체계

로 개발하였으며, 마케팅 담당자는 이탈 원인 유

형에 따라 맞춤형 고객 Retention 캠페인을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최종 설계하였다. 

Ⅴ. 결 론

코로나 국면의 장기화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비대면 고객 마케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

히 금융 산업은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형태가 변화하고 있기에, 다양한 비

대면 채널 관리와 고객 특성별 마케팅 수행의 중

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금번 연구는 금융업권 중에서도 주식거래 고

객의 특성상 고객의 이탈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

하는 실제 증권사의 비대면 채널 고객 행태정보

를 기반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

한 실험 연구를 통해 이탈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

<그림 9> SHAP Value 기반 이탈 원인 추론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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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머신러닝 

모델이 지닌 설명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고안된 SHAP Value 기법

을 적용하고, 마케팅 전문가의 도메인 지식을 반

영한 22 개의 고객 이탈 원인을 실증 및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운영을 통해 고

객 관리를 수행해 온 마케팅 실무자는 알고리즘

의 결과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을 통해 

이탈 확률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탈 방지 마

케팅을 수행할 때, 고객의 이탈 원인을 확인할 길

이 없으면 마케팅 수행 방안 마련에 있어 어려움

이 컸다. 즉, 이탈 원인을 알아야 고객 맞춤 마케

팅을 수행할 수 있기에 당 연구에서는 이탈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이탈 원인을 밝혀 현업 실무자들에게 직

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토대

로, 향후 마케팅 담당자의 실제 고객 마케팅 수행

에 있어 원인 추론이 가능한 이탈 예측 결괏값을 

사용하고, 각 고객별 타깃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는 데 있어 이를 종합적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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