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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보험 유통시장의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이직과 관련하

여 이직 후의 실제 만족도를 전반적, 조직 내 인간관계, 영업환경 지원, 경제적, 설계사 관리제도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이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

들중이직경험이있는 416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보

험설계사의 이직 후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속회사, 보험사의 판매능력 인정도,

보험판매직에 대한 만족도, 금융 및 보험관련 수상경험, 최종 학력, 대리점 (지점)의 규모, 주위 보험

판매직 인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대리점 (지점)의 규모, 주위 보험판매직에 대한 인정도, 소속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셋

째,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위의 보험판매직에 대한

인정도, 소속회사, 금융 및 보험관련 자격증 수, 대리점 (지점)의 규모, 노후생활 준비도 순이었다. 넷

째,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최종 학력, 결혼여부, 보험판매직에 대한 만족도, 연령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설계사 관리

제도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경험한이직의유형만이선택되었다.

주요용어: 누적로짓모형, 보험설계사, 이직, 이직후만족도.

1. 서론

세계 금융산업은 1980년대의 금융자유화 이후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개방화로 인해 업종별 장벽이 무

너지고 대형화 및 금융겸업 추세가 가속화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금융업 전반에 걸친 인수·합병추세와
더불어 자유화, 겸업화, 다각화, 디지털화 등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고객이 필

요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가 일반화되어

금융겸업화가진척되고은행, 증권및보험으로분리운영되던금융산업의업무영역간차이가모호해지

면서 종합금융그룹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Kim 등, 2012). 이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유통조직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들 중 방카슈랑스와 직판채널은 전통적 대면판매조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고, 결국 이것은 이른바 저능률 보험설계사의 탈락을 포함하여 전체

적인보험설계사의대량실업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Ahn 등, 2007).

2012년 10월말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24개사이며, 보험설계사는 남 40,076명, 여 118,335명 등 총

158,411명으로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KLIA,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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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설계사들의 소득신장 방안을 마련하여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

여 이직방지에 노력해오고 있다. 그 결과 설계사들은 3,40대 연령층이 76.3%,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

자가 57.0%로 질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하지만 근속년수 1년 미만 설계사가 37%나 되고 매년 30% 이

상의설계사가보험업계를떠나거나타사로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Kim과 You, 2011).

2005년 이후 국내 보험유통시장의 주된 이슈중의 하나는 독립판매법인 (GA; general agent)이라고

하는 독립대리점의 대두이다. 기존에는 전속 보험설계사 방식에만 주력하던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

가운데 점차 독립대리점 등 독립채널을 주력채널로 활용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립대리점이 성장하면서 최근의 국내 보험유통시장은 보험설계사를 신규로 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조직

에서 스카우트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의한 채널조직의 변화가 주요 관심

사로대두되고있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유는 과거에는 저능률 보험설계사의 이직 또는 신규 진

입초기에적응하지못하고탈락하는것이주류여서보험회사경영에큰위협적요인이되지않았다. 그

러나 최근 보험설계사 이직의 특성은 보험유통조직을 주도하면서 보험사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된 고

능률 보험설계사의 이직이 현실화되면서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이직이 국내보험유통시장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보험분야에서 이루어진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다룬 연구

(Joo와 Han, 2012; Lee 등, 2010), 직무만족에관한연구 (Kim과 You, 2011) 그리고보험회사설계사의

성과개선에 관한 연구 (Yi와 Chung, 2004) 등이었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Fan (2007), Oh와 Kang (2001), Kang (2010), Ko와 Shin (2012), Oh와 Park (1999), Lee 등 (2010),

Lim (2003) 등을제외하고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이직관련 연구는 이직의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와 실제 이직행동에 대한 심리적 과정을 살핀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이직의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는 Chiu와 Francesco (2003), Fan (2007),

Kickul 등 (2002)등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있다. 하지만, 후자의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Na (2005)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이직이 이루어지는 행동을

중심으로한이연구도일반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을뿐이다.

Na (2005)의 연구에서는 높은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지만 실제 이직

행위에는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직의사만으로 실제 이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Lee, 2005). 더욱이 개별 설계사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좌우되고 상대적으로 이직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핵심인재가 조직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능률 보험설계사

의 이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직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업종이나 종사자

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이직 후의 실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보험 유통시장의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에 따른 만족도를 전반

적, 조직내 인간관계, 영업환경 지원, 경제적, 설계사 관리제도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 아울러이에따른시사점을제시하는데있다.

2. 이론적 배경

이직이란종업원과의고용관계의단절을의미한다. 오늘날과같은인재전 (war for talent) 시대에핵

심인재의 외부로부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조직내부의 유능한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유지도 매우 중요하

다. 왜냐하면 이직은 조직에 출구면접비, 모집비, 선발비, 교육훈련비 및 생산성비용 등 각종 비용을 발

생시킬뿐만아니라(Gomez-Mejia 등, 2010; Hinkin과 Tracey, 2000) 기업이미지 (Shaw 등, 2005), 고

객만족 (Koys, 2001), 생산성 (Huselid, 1995), 이익 (Glebbeek과 Bax, 2004) 등과같은조직의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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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Ongori, 2007). 이러한 이유로 이직은 경영자들은 물론이고

조직연구자들에게지속적인관심의대상이되어왔다.

이직은 이직의사결정의 주체에 따라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Kazi와

Zadeh, 2011). 자발적 이직은 종사자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전직, 학업, 결혼, 임신, 출산, 지병, 가

족이주 등으로 인한 사직이다. 비자발적 이직은 기업이 주도하는 해고, 일시해고 (layoff), 정년퇴직, 기

타 등으로 자기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직으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보

다 중요한 것은 잔류동료작업자와 잔류감독자의 태도와 행위에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발적 이

직이다. 자발적 이직은 무능한 종사자 배제, 신기술 및 지식의 습득, 조직의 정책과 관행변화, 내부 이

동기회 증대 및 유동성 증대, 결근. 지각 등 일탈 행위감소, 신참자의 유입에 따른 자극 (Ahn과 Kwon,

2003)과같은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대체로고객만족유지와고객유치에는매우부정적이다.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의 개념은 논자들마다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 학자인 Locke

(1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하여는 조직에서 인간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

이 집중된 196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직무만족은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조직의 다양한 성과 요인들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직무 (일)

자체 (work itself), 동료, 임금, 상사, 승진 또는 승진기회 등의 다섯 차원으로 요약된다 (Smith 등,

1969).

직무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

적 측면에서 직무만족은 생계유지수단, 대인접촉 장소, 그리고 미래의 수입에 대한 안정감 기대뿐만 아

니라 개인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얻는 직무성과로부터 성취감과 보람을 맛보게 된다. 조직적 측면에

서 직무만족은 일반적으로 이직률이나 결근율을 줄이고, 업무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되며,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을보다많이보이게하여 (Robbins와 Judge, 2013) 궁극적으로생산성이향상된다.

대표적인 직무태도의 하나인 직무만족은 동기부여 (Shah 등, 2012), 조직몰입 (O’Reilly와 Chat-

man, 1986), 조직시민행동 (Mehboob과 Bhutto, 2012), 스트레스 (Sunal 등, 2011), 직무성과

(Smayling과 Miller, 2012)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은 이직이나 이

직의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이직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핵심적인 예측

변수로이용되고있다 (Lee 등, 1999).

3. 데이터, 분석모형 및 변수

3.1. 자료설명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직무만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직 후 만족도를 Smith 등 (1969)의 기본 틀을

원용하여 전반적 만족도와 4가지 개별만족도인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 영업환경지원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설계사관리제도만족도등으로구성하였다.

이직결정요인은 다양한 분류 틀에 따라 전개되어왔는데, Cotton과 Tuttle (1986)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 (Fan, 2007; Saks와 Ashforth, 2002; Choi와 Yoo, 2005)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조직특성, 직무특성 및 개인특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을 보험설계사에 적용해 볼 때 조직특

성으로 회사그룹이나 대리점을, 직무특성으로 설계사의 보험 판매직 만족도, 주위의 보험판매직에 대한

인정도, 보험사의 판매능력 인정도를, 그리고 개인특성으로 설계사의 노후생활준비 정도와 성, 연령, 최

종학력, 보험회사 근무경력, 금융 및 보험관련 수상경험, 금융 및 보험관련 자격증 수, 경험한 이직의 유

형등을고려할수있다. 이에대한연구모형은그림 3.1과같이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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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 모집종사자로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전속채널), 독립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 (독립채널), 그리고 기타 공제 등의 보험 모집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조사에 선정된 이직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유효표본수는 416명이었다. 표본의 설계는 모집

단 대표성 확보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나 표본추출의 편의성 때문에 설계사의 소속회사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따라회사그룹별-채널범주별할당량을결정하는유의할당표집 (purposive quota sampling)를

사용하여표본을추출함으로써전체모집단의대표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표본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39.2%, 여성 60.8%였으며, 결혼여부별로 볼 때 기혼이 8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6세-45세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3.7세였다. 학력

별로는 고졸 이하 40.9%, 대졸 54.9%, 대학원 이상 4.2%였다. 대리점 (지점)의 규모를 보면 20-50명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다. 소속회사별로 보면 독립대리점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 생보사

27.6%, 중소형 생보사 17.3%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관련 수상경험은 없는 경우가 51.7%로 가

장 많았고 1-2회는 31.3%였다. 금융 및 보험관련 자격증 수는 1개가 35.8%, 2개는 33.8%였다. 이직자

들의 이직유형을 보면 주로 전속설계사에서 GA로의 이직이 68%를 차지하여 전속설계사에서 독립대리

점 GA로의이직이대다수를차지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성과지표를 보면 월평균 소득 280.4만원, 월평균 계약건수 4.3건, 월평균 모집액

74.3만원이었고, 보험판매 총 경력은 7.4년이었지만 현 보험사 근무경력은 3.5년이었다. 하루 활동시간

은 6.3시간이었고하루고객상담수는 3.5명이었다. 주요표본의자세한특성은 Table 3.1과같다.

Table 3.1 Characteristics of turnover experienced life planners

variable categories
turnovers

variable categories
turnovers

# % # %

gender
male 163 39.2

affiliated corporation

foreign 53 12.7

female 253 60.8 GA 165 39.7

marital status
married 363 88.7 cooperative 11 2.6

unmarried 46 11.3

awarded financial prizes

1∼2 129 31.3

age

< 25 11 2.6 3∼5 37 9.0

25∼35 70 16.8 ≥ 6 33 8.0

36∼45 177 42.5 0 213 51.7

≥ 46 158 38.0

financial certificates

1 147 35.8

final education

≤ high school 164 40.9 2 139 33.8

university 220 54.9 ≥ 3 76 18.5

graduate school 17 4.2 0 49 11.9

agentsize

< 20 57 13.9

experienced turnover type

excl. ⇒ GA 276 68.0

20∼50 206 50.2 GA ⇒ excl. 17 4.20

50∼100 90 22.0 life ⇒ life 68 16.8

≥ 100 57 13.9 fire ⇒ fire 11 2.7

affiliated corporation
large 115 27.6 life ⇒ fire 16 3.9

middle/small 72 17.3 fire ⇒ life 18 4.4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직무만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직 후 만족도를 Smith 등(1969)의 기본 틀을

원용하여 전반적 만족도와 4가지 개별만족도인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 영업환경지원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이직결정요인은 다양한 분류 틀에 따라 전개되어왔

는데, Cotton과 Tuttle (1986)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 (Fan, 2007; Saks와 Ashforth, 2002;

Choi와 Yoo, 2005)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특성, 직무특성 및 개인특성의 세 가지를 들

고 있다. 이것을 보험설계사에 적용해 볼 때 조직특성으로 회사그룹이나 대리점을, 직무특성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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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보험 판매직 만족도, 주위의 보험판매직에 대한 인정도, 보험사의 판매능력 인정도를, 그리고 개인

특성으로 설계사의 노후생활준비 정도와 성, 연령, 최종학력, 보험회사 근무경력, 금융 및 보험관련 수

상경험, 금융 및 보험관련 자격증 수, 경험한 이직의 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ure 3.1과같이설정하였다.

Figure 3.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반응변수인 현 직장에서의 이직만족도 수준은 단순히 순서화 (ordered)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적로짓모형 (cumulative logit model)을 통해 이직만족도 영향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 누적로

짓모형은 이항로짓모형 (Jung, 2011; Kahng과 Shin, 2012)을 연장시킨 차원에서, 이항의 선택이 아니

라 순서화된 다항의 선택을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모형이다. 순위 반응변수는 이직 후 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만족도 항목은 전반적인 만족도와 4개의 개별 항목별 만족도, 즉 조

직내인간관계만족도, 영업환경지원만족도, 경제적만족도, 설계사관리제도만족도를측정하였다.

누적로짓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범주 1, · · · , J를 갖는 반응변수 Y가 범주 j이하에 해당할 확률

은 P (Y ≤ j) = π1 + · · ·+ πj , j = 1, · · · , J이다. 이를 j번째누적확률이라하는데이들은 P (Y ≤ 1) ≤
P (Y ≤ 2) ≤ · · · ≤ P (Y ≤ j) = 1인순서적성질을갖는다. 처음 J − 1개의누적확률로짓은

Logit [P (Y ≤ j)] = log

(
P (Y ≤ j)

1− P (Y ≤ j)

)
(3.1)

= log

(
π1 + · · ·+ πj

πj+1 + · · ·+ πJ

)
= αj + βx, j = 1, · · · , J − 1 (3.2)

이 된다. 누적로짓모형은 일반 로짓모형과 같이 설명변수 X의 효과를 β (β1 = · · · = βJ−1)로 동일하

게가정을한다. 즉 J − 1개의누적로짓모형들의설명변수인 X의값에대한 β는 j = 1, · · · , J − 1에대

하여 동일한 비례상수가 된다. 따라서 (3.1)을 비례오즈로짓모형 (proportional odds logit model)이라

고도한다 (Agrest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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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측정

이직 후 만족도란 보험설계사가 이직 후 새로운 조직의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긍정적인감정상태를말한다. 이직후만족도를측정하기위해 Smith 등 (1969)이개발한직무기

술지표 (JDI; job descrip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원래 직무 자체 (18문항), 임금 (9문

항), 승진기회 (9문항), 감독 (18문항), 동료작업자 (18문항)등 5개요인을설명해놓은일련의총 7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설계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종합적 만족

도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별 항목별 만족도를 나타내는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 상품 내용

및 종류에 대한 만족도인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 수수료 환수제도와 같은 경제적 만족도, 그리고 설계

사 양성체계와 같은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 5문항을 리커트식 5점 척도 (1=‘매우 낮음’, 5 =‘매우 높

음’)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또한설명변수로사용되는주위의보험판매직에대한인정도, 보험사의판

매능력 인정도를, 그리고 개인특성으로 설계사의 노후생활준비 정도 또한 리커트식 5점 척도 (1 =‘매우

낮음’, 5 =‘매우높음’)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4. 실증 분석

4.1. 기술통계

이직경험자들의 이직 후 만족도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면 Table 4.1과 같이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

은 3.38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개별 이직 후 만족도별로 살펴보면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 3.28,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

3.04, 경제적만족도 3.02 순으로나타났다.

Table 4.1 Descriptive statistics of satisfaction after turnover

satisfaction after turnover N mean s.d.

general 402 3.38 0.84

human relations within organization 404 3.28 0.90

sales environment support 401 3.41 0.82

economic 400 3.02 0.87

life planner management system 402 3.04 0.81

이직경험자의 소속회사별 이직 후 만족도를 살펴보면 Table 4.2와 같이 전반적인 만족도는 GA, 공

제의 평균이 각각 3.64와 3.50으로 생보전속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 내 인간관

계 만족도는 공제가 3.56, GA가 3.48로 생보전속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는 GA의

평균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 생보전속이 3.37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만족도의 평균은 외국계가

3.06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공제의 만족도 평균이 2.89로 가장 낮았다. 끝으로 설계사 관리제도

는외국계의평균이 3.42로가장높은반면, 공제는 2.78, 중소형생보사는 2.89로낮게나타났다.

Table 4.2 Satisfaction after turnover by affiliated corporation

satisfaction variable
total

exclusive
GA cooperative

large middle/small foreign

general
mean 3.38 3.16 3.33 3.06 3.64 3.50
s.d. 0.84 0.74 0.71 0.41 0.95 1.31

human relation within org.
mean 3.28 3.21 3.14 2.96 3.48 3.56
s.d. 0.90 0.73 0.80 0.68 1.04 1.33

sales environment support
mean 3.41 3.37 3.32 3.13 3.58 3.22
s.d. 0.82 0.80 0.69 0.62 0.92 0.83

economic
mean 3.02 2.91 3.1 3.06 3.04 2.89
s.d. 0.87 0.86 0.78 0.84 0.93 0.60

life planner management system
mean 3.04 3.05 2.89 3.42 2.99 2.78
s.d. 0.81 0.78 0.75 0.72 0.86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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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규모에 따른 이직 후 만족도를 살펴보면 Table 4.3과 같다.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대리

점의 규모가 가장 큰 100명 이상인 경우에 3.70로 가장 높았지만 조직 내 인간관계, 영업환경 지원, 경

제적 만족도,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오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직 내 인간관

계 만족도와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의 평균은 규모가 가장 적은 20명 미만인 경우에 각각 3.38,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와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는 규모가 가장 작은 경우에 만족

도가높게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Table 4.3 Satisfaction after turnover by agent size

satisfaction variable total < 20 20∼50 50∼100 ≥100

general
mean 3.38 3.40 3.34 3.25 3.70
s.d. 0.84 0.78 0.85 0.77 0.89

human relation within org.
mean 3.28 3.38 3.40 3.07 3.13
s.d. 0.90 0.80 0.89 0.95 0.95

sales environment support
mean 3.41 3.57 3.47 3.35 3.21
s.d. 0.85 0.71 0.86 0.85 0.78

economic
mean 3.02 3.09 3.11 2.88 2.80
s.d. 0.87 0.94 0.83 0.89 0.88

planner management system
mean 3.04 2.96 3.08 3.08 2.91
s.d. 0.81 0.81 0.79 0.78 0.94

경험한 이직유형별 이직 후 만족도를 살펴보면 Table 4.4와 같이 전반적인 만족도는 손보나 생보에서

손보사로 옮긴 경우가 각각 3.82와 3.88 로 높게 나타난 반면 GA⇒전속설계사로 옮겼을 때 3.0으로 가

장 낮았다. 조직내 인간관계 만족도는 GA ⇒ 전속설계사로 옮길 때가 가장 높았으며,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는전속설계사 ⇒ GA로옮길때가 3.16으로가장높았다.

Table 4.4 Satisfaction after turnover by turnover type

satisfaction variable total excl.⇒GA GA⇒excl. life⇒life fire⇒fire life⇒fire fire⇒life

general
mean 3.38 3.39 3.00 3.21 3.82 3.88 3.25

s.d. 0.84 0.81 0.82 0.87 0.75 0.89 0.68

human relation within org.
mean 3.28 3.31 3.59 3.10 3.55 3.11 3.13

s.d. 0.90 0.90 1.06 0.85 0.93 1.11 0.68

sales environment support
mean 3.41 3.44 3.47 3.43 3.45 3.13 2.94

s.d. 0.82 0.82 0.62 0.82 0.69 1.15 0.73

economic
mean 3.02 3.03 2.82 2.87 3.18 3.33 3.17

s.d. 0.87 0.88 0.88 0.79 1.25 0.72 0.86

planner management system
mean 3.04 3.16 3.00 2.69 2.82 2.94 2.89

s.d. 0.81 0.79 0.71 0.89 0.75 0.93 0.47

4.2. 순위로짓분석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은 SAS 9.3의 PROC LOGISTIC의 단계적 방법

(stepwise method)에 의한 누적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해 선택된 유의한 영향요인들의

추정된 계수와 그에 상응하는 표준오차와 통계적 유의성을 전반적 만족도와 네 가지의 개별적 이직만족

도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4.2.1. 이직 후 전반적 만족도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5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속회사

였으며, 다음으로 보험사의 판매능력 인정도, 보험판매직에 대한 만족도, 금융 및 보험관련 수상경험,

최종 학력, 대리점의 규모, 주위 보험판매직 인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7.21%이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deviance의 값은 542.8, 자유도는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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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은 1.00으로 선택된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도는 반응도수의 총 경우

수에서모형에포함된모수개수를뺀값이된다.

Table 4.5 Effective factor to general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df Wald χ2 p-value R2

affiliated corporation 4 34.06 <0.0001

0.3721

sales ability qualification 1 13.49 0.0002

satisfaction to sales job 1 11.33 0.0008

awarded financial certificates 3 12.69 0.0054

final education 2 9.56 0.0084

agent size 3 9.93 0.0192

recognition of insurance sales 1 4.74 0.0295

deviance 1001 542.8 1.0000

Table 4.6을 보면, 공제 대비 독립대리점이 4.27배, 중소형 생보사는 2.0배 만족도가 큰 현상을 보여

주고있다. 그이유는독립대리점은공제나전속대리점보다상품판매에대한제약과회사의구속이적

은 편이며 출퇴근 등이 자유롭고 오직 실적에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형 보험사와

외자계 보험사의 설계사들의 이직 후 전반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형생보사와 외자계 생보사

의 인적자원관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조직은 고소득 설계사의 분포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이직을

억제하기위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도화하고있다 (Lee 등, 2010). 그결과대형보험사와외자계보험

사출신으로새롭게이직한설계사들의이직후전반적만족도가낮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Table 4.6 Model fit estimate for general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parameter df β̂ s.e. p-value exp(β̂)

intercept

5 1 -8.929 0.922 <0.0001 0.000

4 1 -7.071 0.872 <0.0001 0.001

3 1 -1.871 0.747 0.0122 0.154

2 1 -1.056 0.771 0.1711 0.348

final education
high school 1 0.349 0.274 0.2036 1.417

university 1 0.754 0.244 0.0020 2.126

agent size

< 20 1 0.121 0.289 0.6761 1.128

20∼50 1 0.296 0.198 0.1353 1.344

50∼100 1 -0.841 0.285 0.0032 0.432

affiliated corporation

large 1 -0.321 0.347 0.3554 0.725

middle/small 1 0.692 0.373 0.0636 1.998

foreign 1 -0.129 0.432 0.7659 0.879

GA 1 1.451 0.334 <0.0001 4.267

awarded financial prizes

1∼2 1 -0.598 0.230 0.0092 0.550

3∼5 1 -0.170 0.319 0.5941 0.844

≥ 6 1 1.106 0.341 0.0012 3.023

satisfaction to sales job 1 0.524 0.156 0.0008 1.689

recognition of insurance sales 1 0.375 0.172 0.0295 1.454

sales ability qualification 1 0.571 0.156 0.0002 1.770

보험사의판매능력인정도, 설계사본인의보험판매직에대한만족도, 주위보험판매직의인정도가높

을수록 이직 후 전반적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 및 보험관련 수상경험은 많을수록

이직후전반적만족도는높아지게된다. 대리점규모는 20∼50명일때전반적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

나며, 학력은대졸일때이직후전반적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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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이직 후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7과 같이 대리점의

규모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다음으로 주위 보험판매직에 대한 인정도, 소속회사 순으로 나타

났다. 이들변수들의이직후조직내인간관계만족도에대한설명력은 11.91%이다.

Table 4.7 Effective factor to human relation within org.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df Wald χ2 p-value R2

agent size 3 21.25 <0.0001

0.1191recognition of insurance sales 1 9.69 0.0019

affiliated corporation 4 15.26 0.0042

deviance 1020 845.44 1.0000

Table 4.8을 보면, 대리점의 설계사 수가 적을수록 이직 후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며, 주위 보험판매직 인정도가 높을수록 이직 후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Mossholder 등 (198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들은 동료집단과

상호작용이 많은 사람은 상호작용이 적은 사람보다 긴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직장내

의인간관계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음을의미한다 (Sung, 2007). 따라서 작업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동료나 상하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말미암아 만

족도가떨어진것으로보인다.

Table 4.8 Model fit estimate for human relation within org. satisfaction after turnover

variable parameter df β̂ s.e. p-value exp(β̂)

intercept

5 1 -4.021 0.542 <0.0001 0.018

4 1 -1.923 0.503 0.0001 0.146

3 1 0.331 0.492 0.5012 1.392

2 1 2.449 0.574 <0.0001 11.571

agent size

< 20 1 0.623 0.239 0.0091 1.864

20∼50 1 0.551 0.169 0.0011 1.735

50∼100 1 -0.629 0.223 0.0047 0.533

affiliated corporation

large 1 -0.532 0.264 0.0441 0.587

middle/small 1 -0.526 0.294 0.0738 0.591

foreign 1 -0.398 0.311 0.2010 0.672

GA 1 0.339 0.248 0.1728 1.403

recognition of insurance sales 1 0.370 0.119 0.0019 1.448

소속회사별로는독립대리점이이직후조직내인간관계만족도가가장높으며다음으로공제, 외국계

보험사, 중소형보험사, 대형보험사 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독립대리점의 조직은 대형보험사나 중

소형보험사에 비해 자유로운 조직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소득 설계사의 가장 주된 이직원인

이 관리자의 리더십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내부 조직상의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 조직 내 인

간관계만족에영향을줄수있음을시사한다.

4.2.3.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

설계사의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9와 같이 주위의 보험판매

직에 대한 인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다음으로 소속회사, 금융 및 보험관련 자격증 수, 대

리점의 규모, 노후생활 준비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에 대한 설

명력은 16.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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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Effective factor to sales environment support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df Wald χ2 p-value R2

recognition of insurance sales 1 19.76 <0.0001

0.1652

affiliated corporation 4 15.10 0.0045

financial certificates 3 10.78 0.0130

agent size 3 8.93 0.0302

retire plan 1 4.52 0.0335

deviance 1008 745.77 1.0000

Table 4.10을 보면, 주위의 보험판매직 인정도가 높을수록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노후생활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보여주고있다. 이는노후생활준비가잘되어있는보험설계사는더나은영업환경을원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속회사 요인에 대한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를 보면 독립대리점이 만족도가 가

장높고다음으로대형보험사, 공제순이며, 대리점규모에서는중소형보험사의영업환경지원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직한 조직이 독립대리점인 경우 시장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조직임에 반해, 보험회사 전속조직은 소속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함에 따른 상품 다양성의 제한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또한 독립대리점의 언더라이팅 기준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음

을시사한다.

Table 4.10 Model fit estimates for sales environment support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parameter df β̂ s.e. p-value exp(β̂)

intercept

5 1 -4.820 0.652 <0.0001 0.008

4 1 -2.428 0.609 <0.0001 0.088

3 1 0.437 0.596 0.4635 1.547

2 1 2.717 0.748 0.0003 15.133

agent size

< 20 1 0.517 0.248 0.0368 1.677

20∼50 1 0.264 0.177 0.1347 1.302

50∼100 1 -0.087 0.230 0.7053 0.917

affiliated corporation

large 1 0.262 0.279 0.3470 1.299

middle/small 1 -0.390 0.305 0.2009 1.476

foreign 1 -0.137 0.330 0.6774 0.872

GA 1 0.938 0.267 0.0005 2.555

financial certificates

1 1 -0.092 0.179 0.6066 0.912

2 1 0.583 0.180 0.0012 1.792

≥ 3 1 -0.152 0.219 0.4886 0.859

recognition of insurance sales 0 0.611 0.138 <0.0001 1.843

retire plan 1 -0.278 0.131 0.0335 0.758

4.2.4. 이직 후 경제적 만족도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11과 같이 최종 학력, 결혼여

부, 보험판매직에 대한 만족도, 연령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이직 후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설

명력은 7.23%이다.

Table 4.11 Effective factor to economic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df Wald χ2 p-value R2

final education 2 12.029 0.0024

0.0723
marital status 1 7.6944 0.0055

satisfaction to sales job 1 6.4897 0.0024
age 1 4.2238 0.0399

deviance 1027 847.4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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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를 보면 이직 후 경제적 만족도는 대졸이 가장 높고, 고졸이하, 대학원 순으로 차이가 났

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기혼보다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현상을 보인다. 보험판매직 만족도 점수가 높을

수록, 연령이낮을수록이직후경제적만족도는높아지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결과가도출된

이유는 최종학력과 연령, 결혼은 보험설계사의 이직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설계사 본인의 통제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최종학력에서 대학원졸업자의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낮

은이유는 4%가되지않은구성비로인해나타난것으로보인다.

Table 4.12 Model fit estimates for economic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parameter df β̂ s.e. p-value exp(β̂)

intercept

5 1 -2.720 0.961 0.0047 0.066

4 1 -0.120 0.917 0.8958 0.887

3 1 2.170 0.926 0.0192 8.754

2 1 3.824 0.949 <.0001 45.788

age 1 -0.029 0.014 0.0399 0.972

marital status 1 -0.952 0.343 0.0055 0.386

final education
high school 1 0.371 0.208 0.0749 1.449

university 1 0.658 0.193 0.0007 1.930

satisfaction to sales job 1 0.265 0.104 0.0109 1.303

4.2.5. 이직 후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

이직후설계사관리제도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Table 4.13에서알수있듯이오직경험한

이직의유형만이선택되었다.경험한이직의유형변수의이직후설계사관리제도만족도에대한설명력

은 9.72%이다.

Table 4.13 Effective factor to planner management system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df Wald χ2 p-value R2

experienced turnover type 5 30.81 <0.0001 0.0972

deviance 911 712.49 1.0000

Table 4.14를 보면, 이직 후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는 경험한 이직의 유형이 전속설계사 ⇒ GA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보조직 ⇒ 손보조직, 대리점⇒ 전속설계사 순이고, 생보조직 ⇒ 생보조직과

생보조직 ⇒ 손보조직 두 유형이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같은 보험업이라 하더라도 산업별로 볼 때 생명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손해보험설계사보다 2배가

량높은수준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Table 4.14 Model fit estimates for economic satisfaction after turnover

factor parameter df β̂ s.e. p-value exp(β̂)

intercept

5 1 -5.250 0.614 <0.0001 0.005

4 1 -1.370 0.228 <0.0001 0.254

3 1 0.862 0.340 <0.0001 2.368

2 1 2.954 0.237 <0.0001 19.176

experienced turnover type

excl. ⇒ GA 1 0.852 0.237 0.0003 2.343

GA ⇒ excl. 1 0.377 0.448 0.3996 1.458

life ⇒ life 1 -0.744 0.299 0.0129 0.475

fire ⇒ fire 1 -0.771 0.710 0.2772 0.463

life ⇒ fire 1 0.476 0.475 0.315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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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금융업 중에서도 개개 구성원의 역량에 의해 매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보험업의 경우 설계사의

성실성과열정이매우중요하다. 보험설계사의이직은고객만족, 생산성, 미래의수익등의감소와밀접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이직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

한 경영과제이다. 체계적인 보험설계사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이직이 높게 나타날 경우 이로 인해 마케

팅 및 경영관리 측면에서 비용손실은 물론 성장성에도 악영향을 초래하여 보험사 경영 효율을 저하시키

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보험 유통시장의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설계사의 이직

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직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만족도를 전반적, 조직내 인간관계, 영업환경 지원, 경

제적및설계사관리제도등 5개영역으로나누어이들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하는데있다.

이직후만족도를전반적만족도와 4가지개별만족도인조직내인간관계만족도, 영업환경지원만족

도, 경제적 만족도 및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

과는아래와같다.

첫째,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회사, 보험사의 판매능력 인

정도, 보험판매직에 대한 만족도, 금융 · 보험관련 수상경험, 최종 학력, 대리점 규모, 주위 보험판매직

인정순으로나타났다.

둘째,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조직 내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리점의 규모, 주위

보험판매직인정도, 소속회사순이었다.

셋째,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영업환경 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위 보험판매직 인정도,

소속회사, 금융및보험관련자격증수, 대리점의규모, 노후생활준비도순으로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최종 학력, 결혼여부, 보험판매직에 대한 만족도, 연령순으로 나타났는

데, 이와같이주로인구통계학적요인이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이직 후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오직 경험한 이직의 유형만이

선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손보조직에서 생보조직으로 이직을 경험했을 때 설계사 관리제도 만족도가

가장높았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 동안 직무만족과 이직에 관련된 논의가 학

술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이직의사와 실제 이직을 구분하지 않은 기존 연구의 암묵적인 가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직의도를 실제 이직행위와 동일시한 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

제이직행위에는다양한요인들이작용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둘째, 실제 이직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의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다양

한 영역별로 어떤 인구특성을 가진 보험설계사들의 이직행위가 많고 적은 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직무만족, 이직의도, 및 실제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있다.

셋째, 보험설계사의 경력별 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37.6%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

에는 설계사의 신규진입의 영향도 커지만 최근과 같이 활발한 신규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

는 보험설계사의 높은 탈락률과 모집조직 간의 잦은 이동 때문으로 보험설계사의 정착률 제고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이 이직 후에 새 보험사에서 어떻게 정착하

는지를알아내어인적자원관리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본 연구는 보험설계사의 이직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직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만족도를 전반적, 조직

내 인간관계, 영업환경 지원, 경제적 및 설계사 관리제도 등으로 나누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로의미있는연구결과를도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연구의한계점을갖고있는데, 본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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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과앞으로의연구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방법론 중 본 연구표본이 지니는 한계성과 관련된 문제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연

구대상을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보다 풍부하고 정교한 표본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지각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

하여측정했기때문에행동연구에서나타날수있는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가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변수측정 시 응답원천이나 측정환경을 분리시킴으로써 동일방법편의

의발생위험을원천적으로제거할필요가있다 (Park 등, 2007).

셋째, 실제이직한근로자들의직무만족도는자발적으로이직하였는지아니면비자발적으로이직하였

는지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이직자의 이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못해서이직전후의만족도를비교하고그원인을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넷째, 이직후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단기적인측면보다는장기적인측면에서발생하는개

인특성이나 기업 경영적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한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한 횡단연구 만으

로는 개인, 집단 및 조직특성 등과 같은 이직결정변수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횡단연구

보다인과적추론이보다용이한연차별데이터에근거한종단적연구를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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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various factors affecting five kinds of life planners’ sat-

isfaction after turnover which are general, human relations within organization, sales

environment support, economic, life planner management system. Also we sugg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to them. The results of survey of life planner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general life planners’satisfaction after turnover, insurance

company belonged to, recognition on own sales ability, life planners’ satisfaction level,

financial and insurance related award,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size of branch,

and surrounding recognition about life planner are influential factors on it. Second,

factors which affect the life planners’ human relations satisfaction within organization

after turnover are size of branch, surrounding recognition about life planner, and insur-

ance company belonged to. Third, factors which affect the life planners’ sales environ-

ment support satisfaction after turnover are surrounding recognition on life planner,

insurance company belonged to, certificates relating to finance or insurance, size of

branch, Fourth, in the solicitors’ economic satisfaction after turnover, mainly demo-

graphic factors such as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ge are crucial to it and also

life planners’ satisfaction level is influential factor. Last, in the solicitors’ management

system satisfaction, only experienced turnover type is a influenti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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