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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현대카드 M과 Product Mix

가설

현대카드 마케팅

현대카드 성공요인



1999년 ㈜ 다이너스 클럽코리아(現 현대카드)워크아웃 개시

2001년 현대카드㈜로 사명변경

(현대 캐피탈 경영권 획득, 현대차그룹 계열사)

2002년 당기순이익 -1,451억원

..

2008 년 당기순이익 2,021억원
신용카드 시장점유율(01년)

시사점 �01년 국내 상위 카드 4개사 시장점유율 94% 차지, 현대카드 1.8%에 불과



현대 계열사의 막강한 배후 파워!

매우 열악한 고객규모(회원수)
체계적인 고객관리시스템 미흡
적자상태의 경영현황

시사점 �마일리지(포인트) = 돈! 고객 인식의 변화!!

신용카드 업계 버블, 마케팅비용 감소
고객의 니즈 다양화 → 고객의 인식변화
체리 피커의 등장

막강한 선발 주자
증가하는 카드사의 연체율, 신용불량자



2003년 5월 출시

단일 브랜드 카드 회원수

출시 1년 100만명 돌파!

출시 2년 300만명 돌파!출시 2년 300만명 돌파!

….

출시 4년 500만명 돌파!

(경제활동인구 5인당 1장 보유)

시사점 �현대카드의 회생을 이끌 대표상품으로 현대카드 M 런칭



The Black 2005년 2월 출시 VVIP회원카드

The Purple 2006년 3월 출시 VIP회원카드

시사점 �현대카드 M은 미끼 상품! 시장 확대를 위한 Line-up 강화!

특정 혜택전용 카드 연이은 출시



Q . 업계 최고 수준 포인트 적립율?

Q. 현대/기아차 구매시 200만원 할인?

시사점 �현대카드는 제휴사와의 Cost sharing, Reward point 구조 정립 차별화

가격 차별’의 Tool ! ‘고정 우수고객’확보 !



시사점 �현대카드의 회생을 이끌 대표상품으로 현대카드 M 런칭



경험의 차별화를 통한 ‘특별한 경험의 제공’

지속적인 광고 차별화 지속 운영

시사점 �현대카드 Global Partnership Network구축을 통한 경험 차별화

업계 최초 서비스 브랜드로 특화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광고 차별화 지속 운영



투명카드 ! MINI 카드 ! 고급스러운 디자인!
업계 최고 수준 포인트(마일리지)

자동차 영업망 및 온라인 자사 웹사이트 활용

시사점 �4P 모두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 지속 운영!

Point program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차별화된 광고(광고내용/광고비용)
업계 최초 서비스 브랜드로 특화 서비스 제공

철저한 수익성분석 시행



고객의 인식(과거)

브랜드
선호도

마일리지

디자인

고객의 인식(현재)

시사점

카드 서비스

브랜드
선호도

카드 서비스

�고객의 인식 변화, 시장 세분화를 바탕으로 ‘전장의 축’을 변화



�현대차 그룹 금융권 보유회사현황

시사점 �현대카드의 핵심사업은 신용판매업(신용카드)? 금융업(캐피탈)?



현대차그룹은2001년8월시장에매물로나온
다이너스티카드를인수해 ‘숙원사업’이던
신용카드분야에진출했다. 
자동차판매활성화를위해서는소비자금융, 특히
신용카드가필수적이라는판단이었다……

시사점 �현대카드(캐피탈) 사업은 현대차 판매 활성화를 위한 초석

((((출처출처출처출처: : : : 김용태마케팅연구소김용태마케팅연구소김용태마케팅연구소김용태마케팅연구소))))

신용카드가필수적이라는판단이었다……



시사점 �마케팅의 대상은 ‘컴퓨터’가 아닌 ‘ 사람’!



금번에 현대카드 마케팅에 관해 정리해보니, 마케팅은 ‘Fact?’가 아닌 ‘유혹!’이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기업에서 고민하는

‘차별화의 해답이 현대카드 마케팅에 있다’는 짧은 생각이 듭니다. 

현대카드 마케팅은 첫째, 4P측면에서 모두 차별화된 것이 현대카드의 성공요인이며, 둘째, 포인트 프로그램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프로그램 마케팅은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가격차별을 통한 이익증대 및 고객의 차량구매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현대카드입장에서는 회원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돌려 막기 ‘카드가 아닌 ‘메인 카드’로 등장 하게 되는 상호 윈윈 관계가 조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한 현대차와 현대카드의 상호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프로그램 마케팅

이전/이후의 현대/기아차 시장 점유율 등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포인트(마일리지)를 미리 사용(선할인)하는(세이브 포인트제도)는 즉, 고객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미래또한,  포인트(마일리지)를 미리 사용(선할인)하는(세이브 포인트제도)는 즉, 고객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미래

에 적립할 포인트를 미리 사용하고 이를 카드 사용금액으로 전환시키는 확장된 마일리지개념은 아마도 ‘마일리지’와 ‘고객에 대한 성찰’

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항공사에서 시작된 마일리지를 OK Cashbag이 ‘문화’로 정착시켰다면 , 현대카드가 이를 또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는 카드를 ‘아무나’ 기억하는 카드로 멋지게 만든 현대카드 ‘엑스칼리버 ‘TF를..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 뵙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자료는 PT用으로 작성된 관계로 내용은 다소 축약되었으며,  언제까지나 ‘혼자만의 가설’인 점을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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