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09, 20(4), 713–717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강중철1 · 정세창2

1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 2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전공

접수 2009년 5월 1일, 수정 2009년 7월 7일, 게재확정 2009년 7월 13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보험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보험회

사의 특성과 판매자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요

인분석 결과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 및 판매자의 특성에서는 1개의 요인, 보험회사의 특성에서는 보

험회사의 자질, 사회적 책임이라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세 가지 성과변수인 만

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판매자의 역할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 책임 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도와 충성도에서는 설명변수인 세

가지요인이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용어: 만족도, 신뢰도, 요인분석, 충성도, 회귀분석.

1. 서론

최근 생명보험회사 마케팅 환경은 유래 없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03년 9월 방카슈랑스의 도입,

2008년 8월교차모집제도의도입, 향후보험프라자의도입과 2010년금융프라자의도입등판매채널및

마케팅 분야에서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채널에 국한되어 판매되어 오던 생명보험상품이 은행,

손해보험사의 설계사로 확대되었고, 향후 새로운 판매채널인 보험프라자와 금융프라자에 의해 판매될

전망이다. 즉, 일사전속주의 환경이 무너지고 다양한 채널에서 타생명보험회사의 상품간 비교되면서 판

매되어지는환경이조성되고있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 및 니즈도 변모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저축성보험

을 선호하던 환경이 변모하여 이제는 보장성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소비자

의 보험에 대한 의식 수준도 향상되어 이제는 연고에 의해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회사 및 판매자의 자질,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등의요인을중요시하고있다.

이러한 마케팅 환경 변화는 계약자가 무엇을 중요시하여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요구

하고있다. 하지만국내에서는이분야에대한연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어보험회사가마케팅전

략을수립하는데애로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계약자의보험회사에대한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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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생명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 수립

에유효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및 분석 방법을 설명

한다. 제3장에서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 제4장에서는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시사점을제시한다.

2. 데이터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1200개 유효표본 수를 획득하였다. 표본 추출은 통계청의

2000년 주민등록 통계를 근거로 하여 지역별 세대주 연령비에 따른 다단계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

다. 할당표본추출법은 비확률적 표본 추출방법 중 최고 정교한 기법으로 사회과학조사에서 인터뷰에 의

해자료를수집할때가장많이활용되는방법이다.

설문내용을 보면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보험회사의 특성은 가입한 회사가 “아주 중요하게 평가 받는

다”, “아주 유명하다”, “아주 능력있는 회사이다”, “재무적으로 안전하다”,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한다”, “사회적 책임감이 있다”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또 다른 설명변수인 판매자의 특성은 내게 보험가입을 권유했던 판매인은 “능력을 믿을 만하

다”, “나에대한상황을완전히분석·이해하고나에게상품을권유하였다”, “지적능력이있다”, “판매하

고 있는 상품을 매우 잘 안다”, “전문가이다”. 또한 나에게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과 “나의 관심사항은

유사하다”, “나는유사한가치를공유한다”, “나는많은면에서유사하다”로구성되어있다.

종속변수인 만족도는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나는 선택한 보험회사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서비스를만족하게생각한다”, “보험가입전에생각했던것보다보험회사 (또는판매자)가제공

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다”, “나는 보험회사 (또는 판매자)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

다. 신뢰도도세개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 “내가가입한보험회사를신뢰한다”, “내가가입한보

험회사는 약속을 잘 지킨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충고를 의심하지 않는다”이다. 충성도

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재구입할 의향

이있다”, “내가가입한보험회사를다른사람에게추천할의향이있다”, “내가가입한보험회사에보험

을오래유지할생각이다”이다.

모든 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회귀분석에 필요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은 많은 변수의 상호관련성을 소수의 요인으로 집약하는 방법이다. 변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다중공선성 (multi collinearity)등의문제로회귀분석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변수의수를축약하기위

해 요인분석을 사용한다. 요인의 추출은 아이겐 값 (eigenvalue)이 1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아이겐 값

은각각의요인으로설명할수있는변수들의분산총합으로모든변수들의요인적재값을제고하여더한

값이다. 아이겐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요인분석 결과

보험회사의특성에대해서만 2개의요인이추출되었고, 나머지에대해서는 1개의요인만선정되었다.

추출된 요인을 변수를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찾아낸다. 회귀분석에서는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다.

3. 연구 결과

보험마케팅분야에서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못했다. 다만판매채널

중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연구에는 정세창과 이정환 (2003), 김재현 (2007), 김정동과 손민지 (2008), 정

세창과 송영효 (2008)의 연구가 있다. 보험권에서 방카슈랑스는 외국계와 일부 중소형사에게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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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기회를제공하나, 대형생보사의시장점유율은하락하는것으로이들의연구에서나타났으며, 소비

자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방카슈랑스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금융겸업과 관련하여서는 정재욱과 이지언 (2002), 이봉주, 이순재, 정세창 (2004), 나동민 (2006)의 연

구가있다. 이들의연구에서방카슈랑스와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직판채널과 관련된 연구에는 정홍주 (2000), 신문식과 장동식 (2003), 안철경 (2003)의 연구가 있고,

해외 연구로는 Data Monitor (1999(a), 1999(b), 2000(a), 2000(b), 2001), Larry와 Fenton (2001),

Kaiser (2002) 등이 있다. 교차판매와 관련된 연구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동현 (2005 a, b), 강경

훈 (2005), 이상제 (2005)의 연구가 있다. 보험 분야에서 교차판매에 관한 연구에는 정세창과 안철경

(2008)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교차판매가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보고있다. 보험회사고객이탈자료에대한분석연구에는 Cho와 Park (2008), Kang (2005) 등

이있다.

이와같이대부분의연구가채널별로이루어졌고, 채널과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자에대한총괄적인

연구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 본연구에서는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

하여이를제고시키기위한전략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 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자질과 판매자의 특성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신뢰도와 관련하여서는 세 가지 요인 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충성도의 경우에도 세 가지 변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부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세 가지 회귀분석 모두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력은만족도회귀분석이가장높으며, 충성도의경우가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이상의분석결과를볼때판매자의특성과보험회사의자질이생명보험사의성과변수인만족도, 신뢰

도, 충성도모두에서중요한변수임을알수있다. 즉, 판매자의자질, 교육과보험회사의명성과재무건

전성이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 구입 및 유지에 영향을 크게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신뢰성에 대해서는 정의 유의성을 보이나, 충성도에서는 오히려 부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계약자로 하여금 신뢰를 가지게는 하나, 그 회사 상품을 반드시

구입및유지는하지않게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 3.1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보험회사의 자질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판매자 특성 F 수정R2

만족도 0.155*** 0.031 0.031*** 351.81*** 0.486

(6.297) (1.421) (1.421)

신뢰도 0.126*** 0.081*** 0.560*** 258.08*** 0.410

(4.770) (3.491) (21.164)

충성도 0.170*** -0.058** 0.446*** 158.22*** 0.300

(5.929) (-2.302) (15.468)

주)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

4. 요약 및 시사점

기존의 마케팅 성과와 관련된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성과변수를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만족도, 신뢰도, 충성도로보고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계약자설문을

통해 모든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하여 요인의 유의성

을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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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자의 자질과 이에

대한 교육, 보험회사의 명성 및 재무건전성으로 나타났다. 보험에서 특히, 생명보험에서 판매자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가치사슬 (value chain)에서 계약자와 가장 근접하고 있는 판매자의 역

할이 보험회사의 수익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판매자의 특성이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모두에서유의한요인으로분석되었다고보아진다.

다음으로보험회사의명성과재무건전성역시만족도, 신뢰도, 충성도모두에서유의한요인으로분석

되었는데, 이는 생명보험상품의 장기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생명보험상품의 기간은 10년, 20년,

길게는 평생인 경우가 많다. 이에 계약자는 오랜 기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호할 것이며, 또

한장래에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때보험금을충분히지급해줄수있도록재무적으로튼튼한회사를선

호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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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reliance,

and loyalty to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seller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is employed. Two factors are found i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Those are quality and social liabilit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One factor are extracted from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ellers. We also

find each one factor in the factor analysis of satisfaction, reliance, and loyalty.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ole of sellers are very important for

the three performance variables, namely satisfaction, reliance, and loyalty. Secondly,

the factor for social liabilit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satisfaction performance. Finally, The three explaining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reliance and loyalt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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