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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는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평균 71%의 금융기관이 데이터 분석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 중 카드 업종에서는 전체 고객의 소비행위 패턴 및 선호 트랜드 분석에 의한 가맹점 정보, 경기 변동 상황, 
상권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에 빅데이터가 폭 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소셜 데이터와 BC 카드 매출데이터의 융합 분석한 신용카드 회사의 ‘소비 트랜드 분석 및 예측’ 사례
를 다룬다. BC카드는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트랜드 프로파일링 작업과 카드 및 소셜 데이터를 연계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내용 시각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성과 검증을 위해 ‘식스포켓’ 관련 트랜드를 분석하고 마케팅을 시행해 본 
결과 40∼100%이상의 마케팅 승수 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정형, 비정형데이
터 분석을 융합하여 분석하는 방법론과 사례를 창출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카드 업종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도 변화
하는 트랜드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빅데이터, 연관분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오퍼, 비구조적 데이터
Abstract  Data is the most important asset in the financial sector. On average, 71 perc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generate competitive advantage over data analysis. In particular, in the card industry, the card transaction data 
is widely used in the development of merchant information, economic fluctu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by 
analyzing patterns of consumer behavior and preference trends of all customers. However, creation of new 
value through fusion of data is insufficient. This study introduces the analysis and forecasting of consumption 
trends of credit card companies which convergently analyzed the social data and the sales data of the 
company's own. BC Card developed an algorithm for linking card and social data with trend profiling, and 
developed a visualization system for analysis contents.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BC card analyzed 
the trends related to 'Six Pocket' and conducted th pilot marketing campaign. As a result, they increased 
marketing multiplier by 40∼100%.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creating a methodology and case for 
analyzing the convergence of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analysis that have been done separately in the 
past. This will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trends not only in card industry but also in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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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빅데이터는일반적인데이터의관리한계를넘어서는

방대한 양(Volume)을 가진 데이터로 빠른 생성 속도

(Velocity), 종류의 다양성(Variety)으로 정의 된다 [1].

이제 빅데이터는 데이터 관리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까

지포괄하며가치창출및활용에초점을두고개념이진

화하고있다 [2]. 네트워크사용과데이터저장비용의급

격한하락, 스마트폰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확산,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M2M(Machine to

Machine) 보급이 빅데이터 시대를 도래한 배경이다 [3].

데이터 수집, 저장하는 하드웨어와 분석에 필요한 소프

트웨어기술이발달하면서대용량의데이터를빠르게분

석하여기존에는불가능했던새로운형태의서비스와인

싸이트 도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빅데이터의 중

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4]. ‘데이터’는 정보

화 시대의 원유로 비유되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 산업화

시대의 철과 석탄, 정보화 시대의 정보시스템처럼 다가

올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빅데이터가 사회발전의 핵심자

원이 될 것이다 [4]. 기존 정보시스템과 센서, 스마트 폰

등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과직결된다. 인공지능기법을도입한자동번역시

스템, SNS 분석을통한고객인식파악등과거에는불가

능했던 많은 일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Fig. 1] The World Big Data Market Size

IDC에 의하면전세계시장연평균성장률(2014-2019)

은 23.1%로지속적인성장세에있으며 2019년 486억달러

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5] [Fig. 1]. 이기간동안의연

평균 성장률은 데이터 인프라(21.7%), 빅데이터 소프트

웨어(26.2%), 빅데이터 서비스(22.7%)로 예측된다. 한국

빅데이터 시장은 2016년 약 3,44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1%성장하였으며향후에도 30%이상의매우빠른속도

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된다 [6][Fig. 2].

[Fig. 2] The Korean Big Data Market Size

정보기술은 제조업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7] 경영기법 및 새로운 경영도구의 도입은

지속적으로기업의성과를높이고있다 [8, 9]. 또한클라

우드 컴퓨팅과 같은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경

쟁우위를높이고있다 [10, 11]. 정보기술및시스템의도

입이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정보시스

템의근간이되는데이터에대한관심은높지않은편이

다. 데이터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반면, 데이터를활

용하여가치를창출해내는구체적인사례는아직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상

대적으로 용이한 의료, 금융 등의 산업에서 빅데이터 시

대에걸맞는다양한데이터를융복합하여분석한사례는

그시도에비해성공사례가아직널리알려져있지못하

다 [12]. 본 연구는 금융분야에서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융합 분석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매출을 향상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빅데이터의 활발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산업 동향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혁신을 주도할 주요한 핵심 자원이자 기술이 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18세기증기기관, 19세기전기, 20

세기 석유·천연가스가산업 발전에큰 역할을했다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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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는데이터가경제와사회를혁신할동력으로보고

있다. 정보기술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선도기

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예측 역량 확보에 주력

하고있다 [4]. 금융업은대부분의업무처리가온라인환

경에서이루어져내부데이터의유입및축적정도가매

우높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또한처리결과의정확성,

신뢰성이 고도로 요구되어 타 산업 군에 비해 잠재가치

와효과적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Fig. 3, 4] [13]. 제조

업과 같이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는 금융

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며 평균 71%의 금융기관

이 데이터 분석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일

반기업의 6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4].

[Fig. 3] The Average Amount of Corp. Data(U.S.)

[Fig. 4] The Potential Value of Big Data (The size of 
circle shows the industry contribution of 
GDP)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하면 금융업의 빅데이터 투자

규모는 2016년에는 35.3%, 3년 후인 2018년에도 3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은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으로 금융관련 리스크 감소, 이상

감지시스템등의빠른데이터처리수요및고객관리와

관련 마케팅 수요 증가, 투자 분석 알고리즘 고도화 등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15]. 최근 핀테크의 활

발한적용으로인해금융업에서는 ICT의적용이활발한

편이며, 금융업 중 카드 업종에서는 카드데이트를 활용

한 경기 예측 등 거시적인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는 폭넓

게시도되고있다 [16, 17]. 개인고객별소비행위패턴및

선호트랜드분석에의해개인별맞춤카드개발및서비

스 개발 등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며, 전체 고객의

소비행위패턴및선호트랜드분석에의한가맹점정보,

경기 변동 상황, 상권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에도 빅데이

터가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13].

신한카드에서는 2,200만고객의카드사용실적을토대

로 고객별 소비패턴과 선호 트랜드를 분석하여 남녀 각

각 9개 고객군을 추출한 후, 각각의 고객 유형에 최적화

된 코드나인(Code9) 카드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최근에

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비패턴에 맞는 비용관리항목을 인

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자동 분류해주고, 고객이비용

관리항목별로예산설정시예산내에서소비할수있도

록조언해주는소비비서서비스판(FAN) 페이봇를출

시하는등빅데이터를고객서비스에적극활용하고있다.

이밖에도공공부문과협업하여신한카드는지자체의관

광활성화 정책, 교통 인프라 개선, 상권 활성화 정책, 복

지 정책 최적화, 체감 경기지수 개발에 빅데이터를 활용

하고있다 [18]. 현대카드는매출과고객데이터를분석하

여 가맹점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지원에 집

중하고 있다. 카드결제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트랜드 및

경기 변동 상황을 분석해주는 ‘현대카드 X 빅데이터’ 리

포트와 '마이비즈니스(MY BUSINESS)‘ 서비스를통해

단순업종별매출비교를넘어주제분야를집중분석해

자영업자에게고객의성별, 연령대, 직업, 재방문율, 보유

카드혜택 등 실제 유용한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19].

2.2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빅데이터의 개념은 가트너의 Douglas Laney가

3V(Volume, Variety, and Velocity) 개념을 제시한 후

IBM에서진실성(Veracity)을, SAS에서는 Variability(복

잡성), 오라클에서 Value(가치)의 개념을덧붙여가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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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왔다 [12]. 빅데이터는 기존 정형 데이터의 분석에

서비정형데이터로 분석대상을옮겨가며발전하고있다.

정형데이터는지정된필드에저장되어컴퓨터장비에의

해 바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하고, 비정형 혹은

반정형데이터는 고객의 이메일이나 웹페이지 같이 문서

와 같은 형태로 저장된 자료를 의미한다 [21].

2.3 선행연구
빅데이터와 이의 응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리뷰 논문

으로는 Chen 과 Syed, Gandomi의 연구가 있다 [20, 22,

23]. Chen은 분석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Business

intelligence and analytics (BI&A) 1.0에서부터 3.0까지로

나누고이의응용분야를제시하였다 [20]. Syed는 빅데이

터로 인한 마케팅, 환경, 보건, 소셜미디어, 과학 분야에

서의혁신과차별화, 성장기회, 기술적트랜드를정리하

였다 [22]. Gandomi는 빅데이터의개념과데이터의성격,

방법론과 분석기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23]. 빅데이터적용사례, 그중에서도정형및비정형데

이터의 융합 분석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인데

Baars는 외부의 보고서 형태의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와

결합하여비즈니스인텔리전스측면에서활용할수있는

방안을제시하였다 [21]. Shin은 빅데이터의역량을체계

적으로측정하기위한연구를실시하였다. [24]. Lee는 빅

데이터 적용에 적합한 산업을 AHP 방식을 통해 탐색하

였으며 [25], Kim은 공공부문에빅데이터와같은신기술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

며, Jung은 빅데이터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여 성공요인

을 도출하였다 [26 27]. 빅데이터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

고 이행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Noh는

대학생들의인식을빅데이터분석하여교육정책을제시

한 바 있으며, Kim은 서울시의 빅데이터를 통한 재난관

리 정책을 제시하였다 [28, 29]. Choi는 지방정부의 범죄

예방정책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으며,

Noh는 전반적인 지방정책에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30. 31].

빅데이터의산업적활용을위해Noh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에서의 빅데이터 도입방안을, Kim은

중소제조기업의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

데이터분석을통한제조공정효율화사례를제시하였다

[32, 33]. 소셜및텍스트데이터분석사례로는 Gu의특허

텍스트 데이터분석을 통한 전기차량기술 트랜드 분석이

있으며, Park은 소셜네트워크분석을위한연구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34, 35]

이 밖에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나 빅데

이터 기획 접근법에 대한 연구도 있으나, 빅데이터의 본

격적인 비즈니스 적용과 성과 제시, 빅데이터 시대를 본

격적으로 도래하게 한 비정형데이터와 정형데이터의 융

합분석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36, 37].

3. 소비트랜드 융합분석 연구
3.1 분석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국내 신용카

드 업종에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내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로 소셜 데이터와 카드 매출데이터의 융합 분

석을 이루어낸 BC카드의 ‘소비트랜드 분석 및 예측’ 사

례를 다룬다. 본 사례연구의 ‘소비트랜드 분석 및 예측’

은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트랜드 프로파일링 작업과 카

드및소셜데이터를연계하는알고리즘개발및분석내

용 시각화를 통해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새로운

마케팅기법이다. BC카드는정형및비정형빅데이터분

석을통해소비트랜드를분석하고예측하여카드사에실

제적인 도움이 되는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해 연구를 추

진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6월부터 12월이였으며, 데

이터는 정형 데이터로는 BC카드의 카드매출 데이터, 비

정형데이터로는 LG　CNS가보유한소셜데이터를활용

하였다.

3.2 분석 목표 및 배경
본사례는국내에서최초로비정형데이터, 카드데이

터와 소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사례로 소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카드사 마케팅에 성공 사례를 창출, 동종

업계에이를전파하고확산하여빅데이터저변을넓히는

데도 목적을 두었다. 기존에도 카드 데이터에 대한 데이

터 분석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카드 및 고객 데이터를

마이닝하여 새로운 카드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캠페

인을 수행하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사

례이고, 소셜데이터를분석하는경우도카드사의평판을

조사하고 이를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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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마케팅은 담당자의 감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

향이있어새로운마케팅기획할때마케팅키워드선정

어려움이 있었고, 분석 툴이나 프로세스 없이 진행하는

트랜드조사에마케팅추진방향이결정되어마케팅결과

에편차가컸다. 또한, 다양한소비성향의증가로사회적

변동성에 대한 후행지표인 카드 매출데이터 분석만으로

소비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기존의 카드 매

출데이터분석은내부고객의데이터만분석한다는한계

점을가지고있었고, 한가지특정한성향에머물지않고

시기별, 장소별로다양한소비유형을보이는소비성향을

모두 포괄하기 힘들었다. 특정 시점 기준으로 카드데이

터를분석하고실제마케팅하는것은최소 6개월에서최

대 1년전의소비트랜드를반영하게된다는점을고려하

면 적시성 있는 마케팅 캠페인의 기획이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BC 카드는 정형 데이터인 카드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인 소셜 데이터를 연결 할 수 있는 키

(Key)값을고안하고, 이를바탕으로모양이다른두가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알고리즘기반 마케팅 시스템

(AIPS,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ing Profiling

System)을 개발해실제시중은행의카드마케팅에적용

하여 기존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마

케팅 기획 방법론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기존에

도 카드사별로 매출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소셜 트랜드를

기반으로 카드 출시를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정형데이

터인 매출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인 소셜데이터를 융합

하여 분석하는 사례는 본 연구가 최초라 할 수 있다.

3.3 분석 데이터
대표 정형 데이터인 BC 카드의 카드거래데이터(일평

균 10백만건)와 LG CNS가 크롤링하고 있는 소셜 미디

어데이터(일평균 8십만건)를 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

다 [Fig. 5]. 소셜 데이터만 활용한 업무 분석 또는 카드

데이터만 활용한 업무 분석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이번

에는업계최초로형태가다른두데이터의융합을시도

하였다.

[Fig. 5] Credit Card Transaction Data and Social 
Media Data

3.4 분석 프로세스
첫번째단계에서는지난 5년 동안 BC카드가추적관

리해온소비트랜드정보를기반으로트랜드맵을구성한

다. 이단계에서는연관어분석등을통해트랜드별로매

핑되는 키워드를 나열하여 시각화된 맵을 구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트랜드 프로파일링으로 소셜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작업이다. 트랜드를 분석하는 목적은 향후

카드사마케팅활용에있으므로이의사전작업격인프

로파일링작업에서는각트랜드별속성을육하원칙에기

반 하여 행태를 정의하는 데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카드

와소셜데이터를연계할수있는키값을도출하고, 통계

방법을활용하여두가지데이터를연계하여패턴을도출

한다. SNS, 블로그 등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라이프

스타일 기반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트랜드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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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속성을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는빅데이터분석으로도출된소셜트랜드를기반

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마

케팅 캠페인의 실행 후에는 전년 혹은 전년대비 매출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Fig. 6].

[Fig. 6] Analysis Process

분석과정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카드 거래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활용

가능한정보를탐색및분석하는사전단계를거쳐야한

다. 분석 시에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토대로

하여, BC카드가카드거래데이터분석을통해보유하고

있는고객세그멘테이션정보를활용한다. 소셜데이터와

카드데이터의융합을위해서는주성분분석결과를매핑

하여매칭도가높은주성분집합을도출하기위해, ‘주성

분 분석’과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을 활용한다. 주성분

분석은많은변수의분산및공분산구조를간결하게요

약하여표현하는주성분을선형결합을통해추출하는통

계기법으로 카드와 소셜데이터의 요약에 활용되었다

[21]. 유클리디안 거리는 중심 값에서 변수가 갖는 거리

를 측정하는 통계 분석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데

이터와 카드데이터의 주성분간 거리를 측정하여 가까울

수록소셜데이터에서언급하는업종비중과카드데이터

업종매출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 분류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카드사의 매출데이터와 소셜 데

이터의상품관련데이터를결합하여분석하기위해서는

각 데이터에서 언급하는 업종을 상호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위해기존의 BC카드의업종을재분류하여신

업종코드를생성하였다 [Fig. 7]. 분석과마케팅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는 주체가 부모이

외에도 친가와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의미

를가진 “식스포켓(Six Pocket)” 관련트랜드를정의하여

활용한다.

[Fig. 7] Industry Classification

4. 소비트랜드 분석 모형
4.1 분석 과정 및 결과
식스포켓 트랜드와 관련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분식, 뷔페등의외식과주로관련된업종으로구성된주

성분, 전시및공연체험업종위주의주성분, 유아용품및

잡화 업종 위주로 구성된 주성분 등이 도출되었으며, 카

드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각 영역에서 유사한 주성분 들

이 관측되었다 [Fig. 8].

카드데이터와소셜데이터의각각의주성분에대하여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한 결과 비교적 작아서 유사한

업종으로구성된다고판단되는각영역의주성분을추출

한다. 어떤 유형의 업종의 비중들로 구성된 한 주성분은

하나의 소비패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주성

분으로 판단되는 소셜데이터와 카드데이터의 소비패턴

은 공통되는 여러 개의 업종을 공유할 수 밖에 없으며

[Fig. 9]에 주요한 6개의 공통되는 소비패턴을 나타내었

다. 예를들어, 카드데이터주성분분석결과 (패스트푸드,

전시 공연/체험, 유아용품, 의류/잡화, 자전거)를 주성분

으로 하는 소비패턴과 (의류/잡화, 자전거, 학용품)을 주

성분으로 하는 소셜데이터 소비패턴은 유사한 집단이라

고할수있으며 (의류/잡화, 자전거)를공통으로하는소

비패턴으로정의할수있다. 카드데이터분석으로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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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추가적인 관심사를 소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Fig. 8]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mple

[Fig. 9] Euclidean Distance Analysis Example

4.2 마케팅 캠페인 진행 및 성과
카드데이터와소셜데이터의융합을기반으로한트랜

드 도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

고 실행한다. 융합 트랜드 마케팅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판단할수있도록매회다른특성을가진세그먼트를대

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될 수

있도록하였다. 캠페인은총 3회가 실시되었으며, BC카

드의 회원사인 K 은행과, D은행에서 2015년 9월∼10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Table 1>.

1차 테스트 마케팅은 기존 BC카드의 26개 고객 세그

멘테이션 중 4개의 세그멘테이션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다. 세그멘테이션은 새내기 직장인(Mr. Starter), 신

입생(Freshman), 좋은 남편(Nice-bubby), 노멀 코어

(Norm-core), 식스포켓(Six-pocket)이다. 노멀코어는노

멀(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표방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패션을 추구하는 세그멘테이

션을의미한다. 싯스포켓은조카를두었거나아이들에게

선물을할만한동기가있는연령혹은이러한소비취향

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세그멘테이션이다.

1st marketing 2nd marketing 3rd marketing
Instituion K bank K bank D bank
Duration ‘15.9.12∼9.30 ‘15.10.1∼10.11 ‘15.10.20∼10.31

Target
customer

10,000 people in
the high trendy
propensity
segments

Three segments
with card/social

linked
consumption
patterns 20,000
people

Five segments
with card/social

linked
consumption
patterns 70,000
people

<Table 1> Marketing Campaign List

마케팅은소셜데이터에서많이언급된업종과유사한

소비패턴을 갖는 카드 소비 업종 패턴을 매핑하여 카드

고객약 1만명을대상으로목표금액(10∼30만원)을 사용

하면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마케팅을시행하는기간동안카드이용금

액은전년대비 6.3%, 인당이용금액은최대 3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마케팅 목표 금액 달성 고객수는 전년도

캠페인대비 11.3%가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Fig. 10].

[Fig. 10] Marketing Campaign Result(1st)

2차 테스트 마케팅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기존 카드

세그멘테이션과의 연계없이 이번 과제의 분석 결과만을

활용하여카드/소셜 연관업종소비패턴을보이는집단

을타겟으로하고소셜상에서관심있게언급한업종, 카

드데이터에서 소비를 보인 업종을 각각 마케팅 오퍼로

매칭하여 마케팅을 10.1∼11일(총 12일)간 시행하였다.

동일한소비성향을보이는고객세그먼트를마케팅을시

행한실험집단과시행하지않은통제집단으로나누어캠

페인의 성과를 측정해 본 결과, 실험집단은 카드 이용금

액이 약 9억이 증가하였으며, 인당 이용금액은 약 4만원

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케팅 목표에 도달

한 고객이 통제집단대비 3백명이상 많아 캠페인이 성과

가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 3차테스트마케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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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약 7만명을 대상으

로진행하였는데 12일간진행한단기마케팅임에도불구

하고오퍼반응율평균 6.3% 달성하여약 7천 6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Table 2>.

<Table 2> Offer Response 

총 3회에걸쳐진행한마케팅캠페인의성과를확인하

기위해전월, 전년동기대비기존정기캠페인과비교한

다. 비교는마케팅결과를분석할때가장일반적으로사

용하는 마케팅 승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마케팅 승

수는 마케팅에 투여한 비용 1원당 얼마만큼의 매출증대

효과가있었는지를측정하는지표로, 마케팅기간에발생

한카드이용금액에서전월동기간발생한카드이용금액

을 뺀 차액을 마케팅에 투여한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

다. 전반적인마케팅 승수는 42∼101로 캠페인의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세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Final Campaign Result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정형, 비정

형의형태를가진카드와소셜데이터를 ‘업종’을 매개로

하여 결합하고 새로운 트랜드를 도출한 후 실제 카드사

의마케팅에적용하여지속적으로매출에긍정적인영향

이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스포켓으로 상

징되는키즈마켓에대한카드와소셜데이터를분석하여

서로 유사한 매출 패턴을 가지는 상품군(의류잡화와 자

전거등)을도출하고, 이를마케팅오퍼로응용하여관련

소비를 유도한 결과 인당 이용금액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카드와 소셜 연관업종에 대한 동일한 소비 패

턴을가지는집단으로한마케팅에서도인당이용금액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 카드-소셜 데이터 연계의 성과를

증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카드와 소셜데이터에서 도출

된 연관소비 패턴을 반영한 마케팅에서도 오퍼 반응율

6.3%를달성하여데이터융합으로인한가능성을체계적

으로 증명하였다.

카드사의 정형데이터는 정확한 고객개인과 소비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이 용이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행태의소비를하는지소비양태를파악하기어려울

뿐더러 결과론적인 후행데이터여서 현재의 소비트랜드

와이에적합한마케팅을효과적으로하기힘든면이있

다. 반면, 소셜데이터는 사회문화적인 이슈와 결부되어

변화하는 현 시점의 소비트랜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어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만, 정확한 화자

주체를파악하기어려워분석과마케팅에활용하기어려

운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비정형 소셜데이터를 BC카드가 보유한 거

래 데이터와 융합하여 이를 실제 마케팅에 적용한 금융

업 최초의 사례로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

었다. 소비자에관한선행데이터인소셜데이터와후행데

이터인 카드데이터를 융합하여 소비자에 대한 상호보완

적인 분석과 선행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구매상품과 이것이 속한 업종을

매개체로하여융합한양쪽의프로파일은현재소비자의

관심을최소한달에서수개월전에예상할수있게하고

이소비트랜드에관해효과적으로반응할마케팅집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소셜데이터는 양은

많지만 불명확하여 금융회사에서는 분석용으로 기피되

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비정형 빅데이터인 소셜데이

터도 정교한 분석과 융합방법론이 뒷받침된다면 유용하

게활용될수있다는것을본연구결과는보여주고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담당자의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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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의한계를소셜데이터와카드매출데이터를결합한인

사이트를 통해 극복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는 소셜 데이터의 트랜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활

용법을 제시하고 매출신장이라는 실질적인 성공을 거둠

으로 인해 빅데이터 성공사례를 창출한 점은 보수적인

금융업의혁신을유도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크다.

사회의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고 있는 소셜 데이터를 활

용한정교한마케팅성공사례라는점과개인정보보호법

등각종규제를준수하면서도이종데이터의융합등어

려움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점도본연구의공

헌이다. 연구측면에서도주성분분석과유클리디안거리

를 통해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 점과, 카드업계에서 활용되는 마

케팅 승수를 통한 성과비교를 제시한 점도 성과로 꼽을

수있다. 본연구는카드업종뿐만아니라다른업종에서

도 자사데이터와 소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기 위한 레

퍼런스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기

존캠페인방식과의성과비교같은좀더정교한방법을

통한 성과증명이 미흡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카드사의 매출데이터는 소셜 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

공데이터및각기관과의제휴를통해이종데이터의융

합으로 의미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이를 지수화하

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카드

데이터를비식별조치하여고객의세그먼트단위로소비

트랜드를분석하여유통기업등에제공한다면이들기업

의 효과적인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카드데이

터는 실물경제 동향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증권사가 보유한 증권 거래데이터와 융합할 경우 경제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예측도 가능해진다. 앞으

로카드데이터를다양하게활용하여타산업에제공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마케팅 컨설

팅사업과유료비즈니스모델의창출로융합신산업활

성화에도 큰 공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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