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보 험회사 의 지 식경영 구현과 성과 관리

1 . 내 부지 식자 산의 극대 화 : 의사 결정 과정 의 혁 신 반 영

가.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흐름관리

지식근로자, 특히 최고경영자에게 지식과 정보는 핵심자원으로서

점점 더 동료 근로자들과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지식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며, 그 다음으로 나는 누

구에게, 언제, 어떤 형태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를 질문할 때에

공통의 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126). 이는 지식경영의

전략수립과정에서 설정된 전략적 지식을 이용하는 의사결정과정의

혁신을 반영하는 지식 공유의 흐름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거쳐 업

무프로세스와 지식관리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지식의 투입과 산출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식공유의

주체인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보험회사의 전략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기본

전략과 기업문화를 어떻게 물리적인 시스템 내부로 흡수하느냐가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용의 관건이다127). 이러한 고려는 전

사적인 지식경영의 전략수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의 판단(<

그림16> 참조)에서 미리 다뤄져야 할 사항들이다.

126) Dru cker (1999), p .225.
127) 박귀현(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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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식경영 구현을 위한 자원배분

* 출처: Ju n g(2000).

<그림 17> 의사결정과정의 혁신

* 출처: Ju n g(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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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나(Cigna P&C)의 사례는 이러한 고려를 반영한 적절한 사례

이다. 시그나는 정보기술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보기술이

종업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

록(empow erment)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지식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근로자가 리스크 평가와

의사결정 수행, 그리고 경험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전문가가

되어 총체적인 기업의 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정보기술의 목표로 삼

았다. 따라서 시그나는 주요 정보의 조회·응용 및 갱신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사례를 더 탁

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계원칙을 정했다.

<표 17> 시그나의 지식활동에 따른 지식공유시스템

업 무 보험업무 수행·재무결과 향상 업무지원시스템 제공

언더라이팅 각 의사결정에서 언더라이터의 능력향상 시스템 제공

보 상
보상처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관성있는 업무지원

시스템 제공

* 출처: 이순철(1999a), p .125.

시그나 손해보험은 정보 부서와 지식경영을 맡고 있는 리엔지니

어링팀이 공동으로 어떻게 정보기술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종류의 지식공유활동을 규정하고 이에 맞

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표17> 참조). 데이터는 세 종류의

지식활동에 따라 제공되고, 정보기술 설계에서 지식근로자의 업무를

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각 단계에 맞는 상황정보

(context-specific)가 제공되도록 하였다128) . 이렇게 이루어진 의사결

128) 이순철(1999a), p p .125-126., 시그나의 IT전략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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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시스템(체크리스트, 직관적 방법, 공식적 가이드라인, 지식지

도의 DB화)으로 최상의 요율산출 방법론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129).

<그림 18> 지식원천의 관리130)

* 출처: Ju n g(2000).

시그나보험은 의사결정의 각 포인트마다 정책에 대한 정보, 가이

드라인, 지식DB와 같은 지식의 원천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정보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직화한 다음 메

인프레임에 보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8> 참조). 이를 통해 보험신청의 접수와 함께 그와 유사한 사례를

조회함과 동시에 의문사항에 대해 지식지도를 통해 전문가에게 자

129) 이순철(1999a), p p .125-126. 참조.
130) 지식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식원천들은 꼬리표달기 (in dexin g), 표준화

(n orm alize), 분류(classify) 등의 재구축과정을 거쳐 색인별(in d ex), 그

룹별(taxon om y),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중의 데이터(m eta
-d ata), 연계(lin kage)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표현하여 궁극적

으로 최종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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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보험요율 산정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전

문가의 분석, 보상부서의 피드백, 평가자의 판단이 모두 공유되도록

하고, 지식관리자는 이를 검토할 때마다 DB를 갱신한다131).

나. 지식관리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이미 언급했듯이 보험회사가 지식 재사용전략을 주 전략으로 채

택하느냐, 아니면 대면공유전략을 주 전략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정보기술의 투자규모 및 활용도가 다르며, 여기에 따라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그림16> 참

조). 물론 이 과정에서 IT투자의 결정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목표

수익률132)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지식재사용 전략를 택한 언스트 앤 영의 경우 대규

모의 복잡한 전자지식 저장시스템133)을 구축하는데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고, 스칸디아 보험회사의 경우 지식경영 실천에 5년 이상

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지식경영의 실천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인트라넷을 중심으로 한 지식관리시스

템을 포함한 정보기술(IT) 투자를 시행하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실태조사나 <표18>의 지식경영 실패사례에서

나타난 요인들로 인하여 시스템만의 도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전제

로 하여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

131) 이순철(1999a), p p .125-126. 참조.
132) 외국 기업들의 경우,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목표수익률은 기업 자본수

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133) 언스트 앤 영의 DB는 가장 질 높은 지식을 저장하는 엘리트DB, 특정

지식대상물을 저장한는 DB,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하는 보

존탱크(h old in g tank)로 나뉘어져 있다. H an sen et al .(1999),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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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구성원의 의식혁신과 프로세스·데이터의 표준화를 준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의 실패

사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요인들이다.

<표 18> 지식경영의 실패요인

실패 요인 내 용

정보의 홍수 지식경영의 초점, 전략적 지식 설정 실패

지식의 부족 지식의 독점 또는 전파 미흡

조회 어려움 시스템 접근성, 이용가능성 미흡

시스템 맹신 조직문화, 동기부여 등 책임-보상체계 미흡

성과측정 곤란 결과를 가시화하지 못함에 따른 관심 감소

전담조직 부재 모든 종업원이 지식근로자는 아니다

중간층의 거부 중간관리자층의 새로운 방식 거부

암묵지 간과 형식화가 용이한 지식에만 초점

* 이순철(1999), p p .257-259.

보험회사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버크만랩(Buckm an

Lab.)의 사례는 매우 유익하면서도 깊이 음미할 만한 사례이다. 버

크만랩은 전략적 측면에서 시스템 설계 이전에 조직구성원들이 가

장 많은 근무시간을 할애하는 곳, 즉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인지를 파악했다. 결과는 사무실이 아니라 근무시간의 86%를 외부

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고객과 상담하는 현장에서

지식공유가 이루어지고, 지식이 즉시 저장될 수 있도록 고정적인 데

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문제해결과 지식공유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

는 살아있는 시스템(<표19> 참조) 구축을 목표로 시스템 설계에서

지식경영의 실패사례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감안하였다134) .

134) 박귀현(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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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지식공유 흐름: 버크만랩의 지식관리시스템(K'N etix)

* 출처: 박귀현(1999a).

<표 19> 지식관리시스템 설계원칙: 버크만랩 사례

1

지식은 단 한번에 전파, 중간 왜곡 최소화

- 조직의 계층 축소

- 문제제기시 지식관련 담당자가 직접 답하도록 함

2

모든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식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벽제거

-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는 엄

격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지 않음

3

모든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지식을 넣을 수 있도록 함

-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부여

- 지식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함

- 조직장벽 등에서 벗어나 지식공유 기여자를 명확히 구분

4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시스템

- 창의성, 정보공유, 지식축적은 사무실에 국한하지 않아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는 24시간 가동

-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지식공유

5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

- 신속함과 단순함; KISS(keep it sh ort an d sim p le)

* 출처: 박귀현(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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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에 정보창구 역할을 하던 중간관리층의 역할을

지식흐름을 지원하는 멘터(Mentor)의 역할로 전환하였고, 조직을 수

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고객대응시간은 과거의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꾸었다. 한편 기능적 측면에서는 누구나

쉽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현장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위해 컴

퓨서브(compu serve)에 접속하고, 전 조직구성원들에게 노트북을 지

급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유동인력(mobile w orkforce)으로 전환

하였다. 또한 하드웨어인 시스템의 서버는 보유가 아닌 대체할 자산

으로 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으로써 하드웨어 한계로 인한 지식공유활동의 제약 가능성을 철저

히 배제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공유대상 지식의 형식을 배제하여 단편적인

지식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가공을 통해

DB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사전검색을 통한 중복작

업을 배제하였다. 또한 일방적인 지식의 저장과 활용이 아니라 고객

별, 지역별 포럼 내에서 사업별 섹션을 이용하여 토론을 통한 쌍방

향의 지식공유를 유도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게 함으

로써 학습과 재학습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일체감을 고양

하고자 하였다(<그림19> 참조)135).

또한 버크만은 회사 내 지식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전적 이외에 존경, 명성, 영향력 등의 비금전적인 보상136)을 부여

135) K'N etix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포럼, 가상회의실, 온라인데이터,
전자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포럼에 게시되고, 몇 시간

내에 동료들의 답변이 제시되게 하고 있으며, 몇 시간 내에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면 포럼관리자가 사내 또는 산업별 전문가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박귀현(1999a).
136)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 C)는 명백한 경력관리경로(career p ath )

와 승진체제, 지식공유에 대한 시상, 참여자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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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이전을 지원하는 지식공

유시스템은 소수 개인에 대한 조직의 의존도를 줄여주고 인재양성

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한 사례다.

<그림 20> 지식관리시스템(KMS) 아키텍쳐: 대한투자신탁 사례

* 출처: 대한금융신문, 대한투자신탁 지식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
1999.11.22.

<그림20>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

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금

융사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 업무프로세스를 비롯한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과정의

혁신이 반영되어 내부 구조자산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인적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활동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위한 컨퍼런스, 회장의 수상, 뉴스레터 언급, 그룹웨어에서 공헌자로

표기, 감사하다는 메모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식공헌자를 대우하

고 있다. 이순철(1999b),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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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 부지 식자 산의 극대 화 : 고객 및 제 휴사 관계 관리

가.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3대 관계시장

보험회사는 내부 지식의 원천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식원천도 효

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들은

현금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해주는 원천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고객은 보험회사의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종업원 훈련에 기여하며, 다른 고객을 소개시

켜 주기도 한다. 고객은 대화를 나누면서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확산

시키고, 보험회사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이는 보험

회사에게 용이한 판매 및 마케팅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인재채용

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하고, 고객에게 맞는 해결책의 재사용 및 새

로운 상품·서비스의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승수효과(leverage or

multip lier effect)를 가져다준다137).

<그림 21> 지식기업이 가지는 3대 시장138)

* 스베이비(1999), p .200.

137) Sveiby (1999a), p p .200-201.
138) 인재시장에 대해서는 본문의 다음 절, 인적자산 극대화: 종업원 역량

강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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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 지식수입의 원천인 고객을 잘 선택하는 것은 전략

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고객이 제공하는 지식의 흐름은 회

사에게는 가시적인 수입의 원천이 된다. 마이클 포터(Porter)는 요구하

는 것이 많은 고객이 있느냐 여부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소유여부를 결

정한다고 한다139). 또한 스베이비(Sveiby)는 지식기업은 고객시장(market

for customer)과 인재시장(market for personnel)이라는 두 개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그림21> 참조)140).

<그림 22> 보험사업의 새로운 사업모형: e-Business

* 출처: 박주석(1999), p .13, p .16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최근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시장의 개념은 연계(connec

-tivity)라는 망의 개념과 이를 매개로 한 관계(relationship)를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워크 경영환경에서 외부의 고객관계관리(CRM)와 협

139) Sveiby (1999a), p .202에서 재인용.
140) Sveiby (1999a), p .117. 스베이비는 지식기업이 찾는 것은 노동이 아니

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므로 인재시장 이라는 용어를 노동시장

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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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제휴사와의 공급자관계관리(SCM) 및 내부의 상품, 언더라이팅,

보상, 자산운용 등의 사업기능들을 조직 내 3대 네트워크(인터넷, 인

트라넷, 엑스트라넷)와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가치창출을 이뤄내

려는 신 사업모형으로 e-Bu siness 가 제시되고 있다(<그림22> 참조).

e-Bu siness는 보험서비스와 내부프로세스 등 이전에 측정이 불확

실했던 항목들을 활동기준원가(ABC)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측

정함으로써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고141),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에 의한 재무적 성과 측정과 더불어 비재무적인 성과를 함께 고려

한 균형성과표(BSC)를 통하여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incentive)제

도와 적극적인 자기동기부여를 통해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네트워크 경영환경의

새로운 사업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경영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업모형의 성공을 가져 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지식자산은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으

며, 이러한 지식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식경영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의 내부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혁신이 인적역량 및 구조자산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는 e-Bu siness의 지식관리시스템(KMS)과 데이터웨어하우징(D/ W)으

로 표현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MIS), 그리고 재무·회계·마케

팅·인사 등 거래처리정보시스템(TRIP)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e-Bu siness의 고객네트워크

관리와 제휴사네트워크관리는 지식경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부

자산의 극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고객자산: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상호 지식교환

141) ABC, ABM에 대해서는 N ess & Cu cu za(1999, H BR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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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돈 등의 연구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가 현재 속한 그룹에서

보다 나은 상위그룹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중요 성장지표의 하나

는 고객유지율이다142). 이는 장기성보험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손해보험회사에게도 언더라이팅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43). 또 다른 조사자료에서도144)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기업들

은 성장의 근본원인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선호해 시장점유율 보다

는 고객유지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고객지식의 축적과 지식기반 마케팅

* 출처: Ju n g(2000).

142) 이원돈 외2인(1997). 참조.
143) 임재형(1999). 참조.
144) 지속성장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1)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유지하는 것

은 매우 드문 일이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2)
적절히 정의된 핵심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3) 핵심사업에서의 리더

쉽이 관련산업으로의 체계적인 사업확장 및 사업분산을 통한 기타 성

장기회의 발판이 되고, (4) 조직이나 문화에 잠재된 요소가 조직성장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그 잠재요소를 제거하는 적절한

전략적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르트랑프앙토, 「한경비즈니스·베인앤컴퍼니 공동기획:
고수익고성장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성장저해 잠재요소 제거하라」,
『한경비즈니스』,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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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지율은 고객의 충성도 또는 만족도 등 보험회사와 고객간

의 장기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보·유지하는 것으로서 이 때 고객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고객지식의 축적과 그러한 고

객지식을 활용하는 지식기반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그림23>

참조).

<표 20> 지식기반 마케팅의 유형

구 분 내 용 비 고

고객행태
고객속성, 구매행태를 기초로 세

분화 모델링으로 차별적 마케팅

수익기여, 신용

위험, 이탈확률

지역정보

지역별 세분화; 지역별 인구통계

학적 구성과 구매특성, 경쟁상황

을 DB화하여 최적상품, 수요예측

지 역 시 장 잠 재

력·침투율분석

고객접점
고객불만, 제안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축적·공유
콜센터 운영

마케팅반응

반복적인 마케팅프로그램 테스

트, 분석을 통해 고객이해, 최적

상품·서비스 개발

DM, TM

고객지식공유
계열사·제휴사 고객정보통합·

공유로 통합서비스 제공
교차판매

고객지식판매

인구센서스자료, 우편번호, 소비

자설문자료 등의 결합으로 라이

프스타일 유형화 등

* 출처: 최종학(1999).

지식기반 마케팅은 조직구성원들이 마케팅활동을 지속적 학습과

정으로 이해하고, 필요지식을 올바르게 정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

라서 고객DB시스템의 구축과 모델링 기법(<표20> 참조)이 강조되고

있다. 리버티뮤추얼(Liberty Mutu al) 보험사의 켈리(Kelly)는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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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험회사들은 인터넷, 콜센터 등을 이용한 계약자에 대한 즉각적

인 응대,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B Marketing)145),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100% 활용한 상품 및 판매채널 능력을 습득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46).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도 인터넷 등

신규채널의 개설과 함께 고객관계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 마케팅, CTI(computer telephony inte- gration), 콜센터

(call center)와 데이터웨어하우스(D/ W)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관계관리 활동이 (1) 다채널을 통하여 고객을 접하고,

(2) 획득된 고객 자료를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축적, (3) 자료를 분석

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찾고14 7) 지식을 발견하며, (4)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캠페인을 실시하고, (5)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관

리하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활동이 중요한 요소임을 주목해야 한다148).

따라서 보험회사와 고객간에는 지식교환(exchange know ledge)모

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보상내용 등 계약사

항 및 보험상품의 적절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상품정보의 제

공 및 구매추천, 웹상의 대화방이나 질의응답 등을 통한 고객공동체

(cu stomer community)의 형성과 경험을 공유하게 한다. 이를 통해

145) 데이터베이스마케팅은 모든 고객이 똑같지 않으며, 서로 다르게 대우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충

성도를 높이고 이탈률을 낮추려는 관계마케팅(relation sh ip m arketin g,
혹은 개인마케팅)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이훈영(1999)., 최종학

(1999).
146) Kelly (1999).
147) 이러한 정보 찾기는 데이터마이닝(d ata m inin g)이나 온라인분석프로

세스(OLAP)를 이용한 자료들의 정밀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익기여도 분석(earnin gs an alysis)을 통해 고객가치를 측정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자원배분을 기하게 된다. 최종학(1999)., 이훈영(1999).,
데이터마이닝의 내용과 이를 이용한 보험데이터 분석사례에 대해서는

최대우 외2인(1998). 참조.
148) 박주석(1999), p 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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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고객들로부터 그들이 선호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사

항, 서비스의 가치와 부족한 점, 더 나아가 서비스 제안 및 관계수

요,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의 효과성, 수요를 이끌어 낼 이벤트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149).

<표 21> 운전가능연령 도달 이벤트로 본 서비스계획 사례: USAA

사건

단계
운전가능 연령 도달

제1단계

- 운전가능자 부모의 보험정책에 반영

- 향후 고객으로 등록, 운전 안내편지

- 학생할인제도 안내(편지), 운전교육 할인제도

제2단계
- 향후 고객으로서 필요한 정보획득

- 안내 편지의 송부, 안전운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제3단계

- 고객의 자손이 운전가능연령에 도달하는 단계

- 필요 서비스의 자동안내, 새로운 대출제도

- 교육제도 평가

적극적인 마케팅 - 고객정보화일(cu stom er inform ation file)과 연계

* 출처: 이순철(1999), p .175.

지식기반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USAA 보험회사이다.

USAA의 고객중심 지식전략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 지식DB는 전 사업부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의 재

구축,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의 기초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고객

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며, 과다할 정도로 정

보를 수집해 추후 이용하고 있고, 1:1 마케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USAA는 EHCO 시스템을 통한 고객접점의 고객정보를 지식

화하고 있는 사례이다. USAA는 콜센터150)의 전화 상담원들이 접수

149) Pw C, e-Str ategy su m m it@Seou l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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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고객의 소리를 사업기회의 기초로 한다는 에코(ECHO;

every contact has opportunity)방식을 도입하여 시장 추세와 경쟁사

의 데이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불만사항을 관련 부서로 즉시 전

달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정보들을 축적한 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일괄통합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교차판매(cross-selling)를 기록하였고, 98%의

계약 유지율을 달성하였다151).

USAA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쉬우면서도 단순하게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타사의 거래를 USAA의 거래와 비교해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를 사건 중심의 서비스

(EOS; event-oriented services)152)를 기초로 단계별 서비스계획을 수

립했다(<표21> 참조). 제1단계에서는 각 사건당 최소비용 또는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2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추가획득이

나 시스템 개선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투자로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USAA는 고객접촉에서 얻어진 정

보를 피드백시스템을 통해 지식으로 전환·확장시키고, 지식전환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직무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취도에 따른

보상 등 다양한 유무형의 보상제도 도입, 현장권한 강화와 중간관리

150) 콜센터는 1981년 GE 가전사업부문의 통합고객상담센터(th e an sw er
center)를 개설이 효시이다. 고객 접촉창구를 본사의 콜센터로 일원화

하여 고객의 불만 및 문제해결 욕구에 대응하고, 고객접점에서 입수되

는 정보를 DB로 집적하여 150만개의 유형별 문제 및 해결방안을 프로

그램화하여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최종학(1999)., W aylan d & Cole(1998), p p .75-80.
151) 이순철(1999a), p p .171-175., 김영구(1999).
152) 연례기념일, 자식·손자의 생일, 본인생일, 자동차구입이나 임대, 주택

구입이나 임대, 직업전환, 학교입학, 세대독립, 손해배상, 전쟁참여, 장

교임관, 공동체참여, 운전가능 연령 도달, 배우자 등 사망 등 사건과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순철(1999), p p .171-175.

- 74 -



자의 가이드라인 제공자(멘터)로의 전환을 병행했다153).

미국 최대 보험회사의 하나인 스테이트 팜(State Farm)은 지역사

회에 근거를 둔 모집인 조직을 중심으로 마케팅활동을 행하고 있다.

지역 고등학교 우수학생 명단에 따른 특별할인요율 적용 등의 고객

의 조기확보, 개인적 유대감 증대, 우수고객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

정책 등으로 고객충성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USAA와 마찬가지

로 모집인에 대해서는 신규고객 유치만큼 우수고객의 유지에 관심

을 가지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동질적인 고객들을 기반으로 모

집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교차판매전략을 추구하고 있다154).

다. 협력자·제휴사와 지식경영: 통합형태의 지식공유

드러커(Drucker)의 표현을 빌리면, 네트워크 경영환경으로 인한

변화는 보험회사 내부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외부, 판매채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판매채널이 경쟁적으로 개설되고 있지만, 적절한 상품의 제

시, 낮은 고객 충성도, 기존채널과의 갈등문제 등이 새로운 보험경

영의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e-Business에 있어서 지식이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지속시켜주는

요소라면, 정보화와 네트워크화로 가장 영향이 큰 판매채널은 전략

적 필수수단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네트워크 경영환

경에 조화시키고, 관계지식을 연계시키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그

림24> 참조)155).

153) 이순철(1999a), p p .171-175., 김영구(1999)., Kelly (1999), p .82.
154) 고객의 경우에도 모집인과의 관계 지속 및 니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우열(1998).
155) Pw C는 이러한 전자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체를

e-Bu sin ess로 정의하고 있으며, 향후 e-Bu sin ess의 시장대응을 4-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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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터넷 판매채널과 지식경영

* 출처: Ju n g(2000).

리버티뮤추얼사의 자료에 의하면, 전통적인 판매채널에 의존할

경우 수수료나 모집수당이라는 1회의 영업비용으로 보험료의 약

10%를 지불하지만, 유지율은 92%를 상회하여 평균 14년 동안 계약

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인터넷 판

매채널의 고객들은 단기적인 비용절감에서는 유용하지만 낮은 충성

도로 인하여 장기적인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 효과성에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그림25> 참조)156). 따라서 인터넷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이 기존의 판매채널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객

충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도

계약자유지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특성을 찾아내 마케팅과 연

계시키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관계관리 활동이 대안으로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157). 또한 신규 판매채널과 기존채널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객군의 분류를 통해 판매채널을 배분하고 거

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m odel(ch ann el en h ancem ent, v alu e ch ain in tegration , in d u stry
tran sform ation , con vergence)로 제시하고 있다.

156) Kelly (1999), p p .91-92.
157) Kelly (1999), p .92.

- 76 -



<그림 25> 고객충성도의 중요성: 인터넷과 기존채널간 수익률

* 주: 수익의 현재가치는 인터넷 모형의 경우 25, 기존채널 100임.
** 출처: Kelly (1999), p .91.

미국 메트라이프(MetLife) 보험회사의 데이비슨은 채널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새로운 판매채널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충돌의 우려가 있는 기존채널의 사람들과 지식·정보

의 교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한

다. 회사가 왜 신규 판매채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신규 판매

채널을 추가하는 것이 회사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져오는지 를 충분

히 설명하는 기회를 통해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채널간 차별화가 아니라 고객을 여

러 세그먼트로 분류하고 세그먼트마다 판매채널을 배분하는 통합서

비스 모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8).

158) 보험신보, 채널간 충돌 불가피, 적절한 조치 취해야 , 1999.11.8. 초기

의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off-line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로서 상품, 서비스의 일회성 판매위주에서 판매자중심모델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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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뮤추얼사도 보험상품의 유형, 서비스의 질과 신임도, 그리

고 가격 등이 보험계약자의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지

만, 동질의 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네

트워크의 출현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고객들을 채널

들간에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데에서 성공요인을 찾고

있다. 이에 판매채널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완벽한 고객과의 상

호작용을 위해 판매와 서비스를 일치시키는 능력인 채널의 중립성

(channel neutrality)을 중시함으로써 고객들의 평생가치를 토대로

하여 분류하고, 이익창출의 관건인 고객선택과 계약보유, 그리고 적

정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채널정비 원

칙을 세웠다159).

이에 따른 효과적인 고객지식관리는 고객과의 직접적 교환을 통

한 표면적인 지식과 고객들에게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관련지식뿐

만 아니라 회사의 고객담당직원 및 모집인·대리점 등의 협력자들

과 손해사정, 정비업소, 병원, 은행 등 각종 제휴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관련지식을 모두 활용하여야 한다. 회사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관리자들 사이에서, 고객이나 협력사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은 통합된 형태로 이

해되어야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협력·제휴사와의 관계에서는 통합화

된(integrated) 지식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품개발

관행과 전략, 상품종류 및 내용, 베스트프랙티스(Best Practices) 및

통찰력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시장대응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는 개인고객과

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고객중심모델로 옮겨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객별 요구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모델로 이행하게 될 것이

다. Pw C의 4-Box 모델을 따른다면, 채널개선이나 이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병인(1999), Pw C의 e-Str ategy su m m it@Seou l 자료

참조.
159) Kelly (1999), p 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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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험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위험

고객을 판별하거나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160).

시그나 보험회사는 막대한 적자와 인재유출에 대응하여 전문인

력중심의 전문 보험회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식경영을 실시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시그나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지식성취도모형

을 수립하여 운영했다:

제1단계 암묵지의 추출단계:

소수의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암묵지를 공유하도록 공식적인 메

카니즘을 구축하고, 최고의 성취도를 이룩하는 종업원 파악과 다른 종

업원들과의 격차를 발견한다.

제2단계 정보를 행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지식으로 변환하는 지식의 창

출(kn ow led ge creation )단계: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통찰력 획득, 사례 분석, 범주설

정, 사례의 패턴 파악, 각 범주별 베스트프랙티스를 저장하여 정보가

지식으로 변환될 확률을 높이는 언더라이팅 의사결정모형(decision

su m m ary m od el)을 개발했다. 시그나의 지식관리시스템(KMS)에 해당

하는 이 모형에서는 종업원의 이용 편리성과 용이성, 지식창출활동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주안점이 주어졌다.

제3단계 지식의 레버리지효과 극대화 단계:

모집인, 브로커들과 많은 견해를 공유하여 지식의 승수효과(leveragin g

kn ow led ge)를 거두도록 하고 있다161).

한편, 스칸디아 보험회사는 거래파트너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고객기업의 사업과 스칸디아의 사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160) W aylan d & Cole(1998), p p .74-75., Pw C의 e-Strategy su m m it@Seou l
자료.

161) 이순철(1999), p 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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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객프로그램(key account program)162)을 개발하여 거래처 및

협력·제휴사와의 관계 유지와 고객범위를 확장하는 수단으로도 이

용하고 있다. 임원들은 은행이나 고객기업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해

어떻게 상대기업의 사업을 성장시키면서 스칸디아의 수익에도 기여

할 수 있는지를 기업의 임직원들과 토론하고,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객기업들에게 교육과 웹사

이트를 활용한 지식제공, 고객자산관리 시스템도 개발했다. 고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서비스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점을 찾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스칸디아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사의 보험상품을 팔고있는

은행들에게 보험료, 세금계산 프로그램이나 현금관리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은행은 자신의 고객에게 맞추어 상품

을 공급할 수 있었고, 스칸디아는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잠재고객을 증가시키고 있다163)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인 연도대상 등 일시적 영업실적 평

가에 그치고 있는 각종 행사를 그들의 고객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

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를 모집인,

대리점, 손해사정, 보상인력 등과 보험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한 지식공유의 장으로 확대하고, 최근 주유소 카드 등을 응용한

보험회사 멤버쉽 카드 등을 활용한 고객지식의 체계적 교환모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와 의료부문, 정비업체, 보

험회사와 보험개발원 등 관련기관 등을 잇는 네트워크의 구축, 또는

더 나아가 관련산업과 네트워크 구축은 보다 효과적인 지식축적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62) 협력사나 제휴사가 자사의 핵심계정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및 핵심계

정별 순위에 따라 협력사·제휴사 관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63) 이순철(1999), p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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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 적자 산의 극대 화 : 종업 원 역 량개 발

가. 인재채용: 인재인수(talent acquisition)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는 자는 알려진 것과 함께 있는 존재 164)라

는 말이 의미하듯이 인적자원은 네트워크 경영환경에서의 성공요소

인 경험 및 노하우와 인맥 네트워크를 두루 가진 보험회사의 중요

한 자산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종업원이 비용을 초래하는 자원의 하

나로 인식됐지만, 지식경영의 패러다임에서 종업원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이며, 소비자 이외의 또 다른 수

입창출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노령화사회와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

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종업원 자신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

다(<표22> 참조).

<표 22> 조직구성원의 의식변화

구 분 현 재 향 후

조직잔류의도 장기 단기

이직 의도 관심이 약함
내면적으로 관심

(n ot lookin g, bu t w ill listen)

직무우선순위 조직성공과 조직목표 개인목표와 경력개발

조직목표헌신 순응 주고받음(give & take)

* 출처: 박귀현(1999b), 원전: J. Laabs, 「The new Loyalty : Grasp it,
Earn it, Keep it」, 『W orkforce』, N ov . 1998.

따라서 인재채용의 방식도 마케팅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

으며,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려는 경향으로 나

타나고 있다. 스베이비에 의하면, 그들은 지식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활

164) Doren (1995),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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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지식변환(knowledge conversion)훈련165)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회사들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특성(profile)

과 유인할 수 있는 인력의 특성을 정의한 후 명확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재시장에 접근하고 있

다.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채용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채용 및 관리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채용은 인재를 필요로 하

는 현업 부서장이 직접 사내·외 공고를 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채용인원 및 기준설정, 후보자 탐색, 스크린, 가치제안, 조직

사회화 방안 등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자의 내면적인 욕구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자에 대해 떨어진 이유,

재도전 가능시기 등의 통보로 피드백을 명확히 함으로써 눈에 보이

지 않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166).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싸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르는 대표적인

우회축적과정167)으로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반면 가속도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차를 줄이기 위

165) 노나카에 의하면, 지식변환은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인의 집합인

집단(팀, 부서, 부문), 나아가 조직 차원까지 집약적으로 지식을 획

득·공유·표현·결합·전달하는 창조 프로세스의 메카니즘이다. 즉,
원천이 되는 암묵지와 형식지가 변환된 암묵지와 형식지로, 즉 사회

화(암묵지→암묵지), 외부화(암묵지→형식지), 종합화(형식지→형식지),
내면화(형식지→암묵지)로 이어지는 과정이 나선형으로 순환하면서 공

유, 발전해나가는 프로세스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스베이비는 암

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이란 개념은 지식기업에서 지식근로자가 고

객과 함께 일하면서 이루어내는 산출과정과 유사하다고 한다. 노나

카·곤노(1998), p p .102-111., 스베이비(1999), p p .87-90.
166) 장성근(1999).
167) A지점과 B지점간의 최단거리는 일반적으로 직선이지만, 최단도달거리

는 직선이 아니라 가속력을 받을 수 있는 우회로이다. 즉, 우회하는

동안에 힘을 축적하여 뒤에 발산하는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는 조직 운영상에 여유 인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여유인력에

대한 기회비용의 발생을 해고가 아닌 적재적소의 배치라는 다른 기회

를 부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회축적과 싸이클로이드곡선

(cycloid cu rve)에 대해서는 윤석철(1993), p p .11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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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재인수나 기업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168). 최근

미국의 포천지에 의해 인재인수(talent acquisition)를 효율적으로 이

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시스코사는 최근 4년 동안 30여

개 기업을 인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 측면에서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기업들의 평균 이직률 25%를 훨씬 밑도는 6%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시스코는 인재확보를 통해 첨단기술 및 지식을 확보한

다는 인재전략에 근거를 두고, 산업 내 10%∼15% 이내에 드는 최고

의 인재확보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에서 획득한 인적자

원에 대해서는 인력의 해고 이전에 반드시 피인수회사의 최고경영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위 Mairo Rule'를 통해 동요와 이탈을

막고 신속한 기업통합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한 인적자원관리를 하고

있다169).

선진 기업들은 그들 나름의 인재상을 설정하여 조직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느냐에 역점을 두고 기업문화와 인재확보전략에 따라 신규

인재의 내부육성 또는 경력인재의 외부유치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에 이미 진출해 있는 디즈니(Disney)의 경우 매우 공격적인 외부유

치전략을 펴오고 있는 반면, 휴렛패커드(HP)의 경우는 위대한 팀,

위대한 경력 이라는 내부육성을 통한 인재선발에 치중하고 있다(<표

23> 참조).

168) Sveiby는 정보중심 전략보다는 궁극적으로 지식중심전략, 즉 장인과

도제관계(m entor v s. ap p rentice)에 전승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지식이

전·공유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인력에게 자질이

낮은 보조인력을 붙여주는 수직적 분업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

며, 신규인력을 공급하여 자연스런 지식이전과 공유가 일어나도록 해

야 함을 강조하며, 합병은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
Seviby (1999a), p p .121-123.

169) 시스코사는 세계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

으며, GE, MS와 함께 기업의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이

다. 최우열(1999b)., 한국경제신문, 인재인수 , 1999.11.18., 네트워크 경

영 , 1999.12.23., 매일경제신문, 외형불리기보다 수익창출 능력 ,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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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위대한 팀, 위대한 경력 인사시스템: 휴렛패커드 사례

인력확보·유지 인재 개발·육성 평가와 보상

- 엄격한 선발

- 내재가치중시

개발가망인재

- 장기고용

해고최소화

- 기술·관리스킬의

강력한 교육훈련

- 관리자들이 코칭·

개발스킬 보유

·헌신

- 물적 보상보다는

성공에 대한 자부심·인정

중심

- 기본급만 운영, 풍부한

복리후생·스톡옵션

* 출처: 박인호(1999).

반면에 국내 보험회사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 및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열세에 처해있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회사에게 필요한 인

재상이 기본사업전략에 반영되지 못한 까닭이다. 이런 측면에서

IMF 이후 오히려 적극적인 채용전략을 통해 우수한 인재 확보에 노

력170)을 기울인 교보생명을 포함한 기업들이 지식경영을 추진해 온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이제 보험회사들은 일정한 시기에 공채

를 통한 신규인력의 조달에만 신경을 써왔던 방식에서 인재의 채용

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의 관리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나. 인재의 육성

일단 채용된 인력의 유지는 인재채용 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식경영은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

는 초기 투자 등과 더불어 지식근로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훈련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의 인적자원관리의 초점은 조직에의

몰입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아니라 개별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

고 인재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로 변화하고 있다171). 즉, 인력의 지식전환 역량을 제고하는데 초점

170) 한국경제신문, 교보생명 1,300명 신규채용: 경쟁력확보 , 1999.1.15.
171) 박인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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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그들의 경력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표24> 참조).

<표 24> 인적자원관리의 변화

구 분 현 재 향 후

채용/ 배치

- 인사부서 중심 대규

모·획일적 채용

- 적당한 인재

- 현업부서주도

- 최적의 인재

이직 의도

- 성과/ 능력주의 미흡

- 정규인사와 지식기여

별도 운영

- 성과/ 능력주의

- 지식기여도를 정규인사에

반영 금전/ 신분보상

직무우선순위

- 획일적 교육훈련

- Off JT 중심

- 직속상사의 OJT 중심

- 필요지식 학습중심

- 자기개발 촉진

* 출처: 신현무(1999a).

<그림 25> 전문인력의 세 가지 수명주기

* 출처: Sveiby (1999a), p .127.

IMF 상황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은 소극적 채용이나 인력감축을

통한 다운사이징을 추진해 왔지만 경력직원 위주의 감원이 행해짐

으로써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효과성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172). 더욱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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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측면에서 보면 경력직원위주의 감원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공서열제의 인사구조와 그 동안 인재채용뿐만 아니

라 채용 이후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소홀하여 전문인력들의 경력

관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숙련인력이 새로운 수명주기로

이전(<그림25> 참조)하지 못하고 조기에 수명을 다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경영혁

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스베이비(Sveiby)는 꾸준한 인재의 채용과 함께 전문인력, 관리인

력, 지원인력, 리더로 이루어진 조직 내 인력들의 특성과 현안을 이

해하는 것으로부터 인적자산의 효과적 관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한

다. 특히 전문인력들은 금전보다는 동료로부터의 인정, 학습기회, 독

립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 등에 의하여 동기부여되는 측면이

강하며, 조직의 수입을 진정으로 창출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한다. 보

험회사는 전문인력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전문인력의 역량활용도(capacity usage)173)를 높이는

한편, 효과적인 지식전승 또는 지식공유 시스템을 통해 그들에 대한

172) 모니터 앤 컴퍼니의 조사에 의하면, 구조조정 중인 국내 기업들의 복

수응답식 설문결과, 구조조정의 중점이 부채감소 80%, 운영비용감소

45 %인 반면, 핵심지식역량강화에 비중을 둔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부채비율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집약되는 구조조

정이었다. 그러나 인력구조조정은 M&A 실패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식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IBM의 지식경영의 시작도

주 요인은 인적자산의 유출이었다. 강금만(1999).
173) 지식기업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지만 단기적으로 그들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역량 활용률의 유지가 단기수익성을 좌우

하게 된다. 또한 인적자산의 역량 활용률 역시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유휴역량을 연구개발이나 교육에 투자해서 현금흐름의

경색과 투자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 역시 높은 역량 활용

률을 훌륭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지

식활동에 필요한 여유(redu n d ancy)와도 관련이 있다. Sveiby (1999a),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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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를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경로(career path)174)를 관리

해주는 포괄적인 인사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26> 지식중심 능력개발 시스템: CIBC 사례

* 출처: 박형근(1999).

캐나다 제국은행(CIBC)은 학습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종업원

능력, 조직의 능력, 고객에 대한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기업의 성

과를 제고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각 직급별, 기능별로 지녀야 할

능력의 집합(지식수준)을 도출하고 도달 능력수준을 설정한 역량모

형(comp etency model)을 개발했다175)(<그림26> 참조).

174) 컨설팅 회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정도의 고용계약을 맺

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10년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정도로 매년 10%
의 이직률, 즉 인력이 교체되고 있다. 맥킨지는 승진 아니면 퇴사(u p
or ou t)원칙을 적용하여 10% 정도의 이직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편 꾸준히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에 여유를 줌과 아울러 교육프

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사람들이 경력수명주기의 쇠퇴기에 들어갈

위험을 관리해 주고 있으며, 새로운 경력수명주기로 이행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Sveiby (1999a), p p .131-132.
175) CIBC(Can ad ian Im p erial Bank of Com m erce)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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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 종업원에 대해 입사 직후 능력평가를 시행하고, 자기

계발계획서 작성(<표25> 참조)을 통해 학습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

해 종업원은 고객이 요구하는 것과의 지식격차를 줄이도록 하려는

것이 역량모형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결

과는 시그나 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인사나 임금 등의 보상체계

를 통해 피드백되고 있다. CIBC의 사례는 현업부서의 성취도를 증

가시키는 학습을 추구함은 물론 이러한 학습이 업무의 일환으로서

종업원 스스로에 의하여 주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표 25> 자기계발계획서: CIBC 사례

항 목 세부 내용

1. 내가 무엇을 학습하기를

원하나?

-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

- 즉각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내가 어떻게 학습하나?

- 지식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동

- 학습방식, 최고의 방식,

- 학습시기, 도움처

3. 학습에 대한 결과는?
- 더 이상의 학습이 필요없나 자문

- 의도한 학습의 성공적 수행 단서

* 출처: 이순철(1999b), p .195; 원전: D . R. Tobin , 「Movin g Learnin g
Com p any Boundaries」, The Knowledge-enabled Organization,
1998, p p .187-201.

기대하는 상품라인, 회계, 판매, 신용평가에 대한 48종류의 지식을 파

악해 종업원의 업무나 지위에 따라 필요한 지식의 종류와 깊이를 모

형화했다. 이순철(1999b), p .194, p p .197-199. CIBC는 방카슈랑스를 위

한 CIBC 생명보험 등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Rabe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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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 식경 영의 성과 관리

가. 지식자산의 측정지표 개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는 유형자산처럼 시장거래를 통해 가격을 추론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화폐측정을 전제(measurem ent assumption)로

한 유형자산 중심의 기존 회계방식에서도 측정지표가 거의 개발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식경영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는 측정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발이 지식경영의 실제 구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측정할 수 있

어야만 관리할 수 있다(m easurable is manageable) 또는 평가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 는 철학은 앞에서 논의한 지식자산의 규

모 추정뿐만 아니라 개별 지식자산의 측정지표를 만들어내는 노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을 통해 성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에 상

응한 보상으로 지식활동의 주체들인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가져옴

으로써 지식경영은 지식근로자와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지표들(<표26>

참조)의 개발은 필요대상 지식을 선정하는 지식경영의 전략수립단계

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어떤 조직이든 공통언어(comm on

language)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목표나 문제에 대해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측정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종업원들에게 측정지표가

공통언어로서 기능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전략목표에 대한 공감대

(goal congru ence)를 형성시키기 때문이다176) . 이를 통해 경영진과

종업원은 목표를 공유하게 되고, 여기에서 산출된 정보에 대한 확신

176) C. Meyer (1999, H BR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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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wnership)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표 26> 지식경영의 측정지표 예시

항 목 측정 지표

지식업무의

생산성 증대

업무시간 단축, 착오감축, 지식의 재사용증대, 종업원

수 감축, 종업원 당 작업량 증대, 지식획득비용 감축,

전문가양성시간 및 교육비용 단축

지식업무의

효과성 증대

고객에 대한 가치증대, 문제해결시간 및 사이클타임 단

축, 고객욕구와 기대도 만족 증대, 매출 증대, 결과위주

의 품질증대와 원가감축, 의사결정 속도 증대, 제품·

프로세스 혁신, 부가가치 없는 작업의 제거, 고객 접촉

증대, 판매상담의 성공, 프로젝트 가격의 증대

지식근로자의

평가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나?, 많이 이용되는 정보의 저

자는?, 지식공유의 증대, 지식창출의 측정, 새로이 창출

되는 지식건수, 새로이 창출되는 지식 중에서 탁월한

지식 건수

지식경영활동

의 평가

지식공유의 기회마련(박람회, 컨퍼런스, 뉴스 등), 방법

론/ 교육 등의 지식전달 방식 개선, 지식경영시스템의

수요 증대, 종업원간 커뮤니케이션 비용 감축, 재무보

고의 표준화, 데이터 취합에 이용되는 시간 단축, 팀간

의 협조 증대, 전략적 역할의 증대

* 출처: 이순철(1999b), p p .350-351.

스칸디아 보험회사는 지식경영의 측정지표로서 50개 이상의 항

목을 파악했다. 이러한 지표들에는 직원 1인당 당기순익, 고객 1인

당 비용, 시장평균대비 손해율 등 상식적인 항목부터 전화통화 용이

도, 고객방문일수, 40세미만 직원비용, 정보기술 해독률, 직원 1인당

휴대용 컴퓨터 수 등 예상치 못한 항목들까지 망라하고 있다. 스칸

디아는 이러한 지표들을 20개 정도의 지표로 단순화하여 숫자를 지

운 상태로 1993년 연차보고서에 처음으로 공표하였다177). 1994년에

177) 전체 항목은 이주인(1999), 또는 L. Edvin sson 외1인, 『지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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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번째 지식자산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식 평가지침 및 수단, 발

행이유를 첨부하였다.

시그나 보험회사도 성취도모형이라는 3단계의 지식공유모델을

이용하여 이를 균형성과표와 연계하였다. 즉 성취도지표와 균형성과

표를 이용해 8개의 균형성과표의 측정분야를 설정하고178), 해석기준

과 목적을 공유하고 목적에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결정하였는데, 측정분야 설정에서 파악된 핵심역량을 균형성과표에

맞추어 이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성과표를

경영자와 관리자가 모니터하고 있으며, 보상 및 인센티브제도와 연

계하고 있다.

나. 균형성과표(BSC)를 이용한 지식경영의 성과관리

균형성과표는 기존의 ROI, EPS 등의 재무성과지표만의 성과측정

이 기업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를

비재무적인 성과지표(고객측면, 내부프로세스, 혁신 및 학습)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문제해

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그림27> 참조)179). 재

무적인 지표가 과거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비재무적인 지표는 시기

적절한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균형성과표가 지식경영의 성과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Ⅱ장에서 언급했듯이 지식경영을 가치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세종서적, 1998. 참조.
178) 8개의 측정분야는 (1) 평균이상의 이익가능성을 가진 분야를 선정하고

시장침투, (2) 올바른 고객을 선정하고 관리, (3) 사업 선정과 관리, (4)
위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 (5) 올바른 위험도 관리에 의한 정확한

가격정책, (6)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통한 불만(클레임) 횟수 축소, (7)
보상(클레임) 문제를 제거, (8) 보상에 관련된 성취도 관리. 이순철

(1999b), p .239.
179) Kap lan & N orton (1999, H BR1992), 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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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본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식경영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우량 기업들은 균형성과표의 기본 틀을 자사의 실정

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스칸디아, 시그나 등도 모두가 균형성과

표의 틀을 준용하여 각 사의 전략 목표에 따른 세부 측정지표를 개

발하여 지식경영의 성과측정과 그에 상응하는 종업원 보상의 근거

로 삼고 있다.

<그림 27>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 출처: Kap lan & N orton (1999, H BR1992), p .177.

영국의 보험회사 NWL(N atWeat Life)180)은 1996년 선진 기업들

의 균형성과표(BSC)사용을 벤치마킹하여 First Choice for Life"라는

자사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단으로서 Business

180) 생명보험, 연금 및 장기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영국의 N ation al
Westm in ster그룹의 자회사로서 1991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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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Model'을 구축하였다(<그림28> 참조). 여기에서는 균형성

과표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방향을 단기의 실행계획과

연계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실무진 사이의 유용한 의사소통의 도구

로도 활용하고 있다. NWL사는 중역위원회와 경영위원회라는 2중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역위원회는 전략적 이슈에, 경영위원회

는 균형성과표의 핵심성과지표의 측정 및 관리를 통해 일별 실제

활동들을 관리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매달

중역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하여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고 있다181).

<그림 28> NWL사의 비전과 BSC, 사업모델의 결합

* 출처: 김준범(1999).

지식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균형성과표를 경영진과 실무진

사이의 유용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는 네비게이터(N avigator)모형을 개발한 스칸디아 사례182)에서 볼

수 있다. 스칸디아는 재무적 자산, 인적자산, 고객자산, 혁신자산, 과

181) 김준범(1998).
182) 스칸디아 사례는 Sveiby (1999a)., 이순철(1999), p p .60-67의 내용을 기

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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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산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지식자산을 세분하고, 각 영역 내의 성

과측정지표들을 개발했는데 이 모형을 네비게이터(<그림29> 참조)로

명명하고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1) 전략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베스트프랙티스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식공유를 통하여 고객연계를 강화한다.

(4)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9> BSC를 응용한 성과관리 및 시장예측모형: Scandia 사례

*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소(1999), p .182.

네비게이터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수치들을 기록하며, 인적 자산

은 종업원들과 그들의 통합된 역량을 의미한다. 고객자산은 현재 고

객과의 관계, 고객기반의 변화, 스칸디아의 보험 서비스에 대한 고

객의 인지도를 표시한다. 혁신은 미래지향적이다. 따라서 혁신 및

개발측면에서는 시장침투비용/ 고객, 비용/ 출시건수, 사업에 대한 개

념을 개발하는 비용/ 종업원수가 모니터되고 있다. 또한 직원훈련,

신제품개발 등을 통해 미래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제품교체, 위축되는 시장의 포기 등 전략적 행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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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얼마나 필요 없어진 과거를 잘 포기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

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세

스자산으로서의 관리업무의 능률, 금융관리 비용과 자산, 비용과 매

출 비교, 시행착오에 관한 비용을 표시하고 있다.

스칸디아는 계열사 네비게이터 모형과 전략적 거점, 경쟁사 정보

등을 축적한 경영전략시스템을 구축해 전략의 수립과 수정에 활용

하고 있다. 경영전략시스템에서는 시장에서 자사의 전략적 거점과

동향정보, 경쟁자 명세(중요지표 및 관련 정보 포함), 고객사의 포트

폴리오 및 성과정보가 축적되고 최신정보로 갱신되고 있다. 한편 업

무방법 및 고객서비스와 관련해 최선의 실행방안을 사내의 인트라

넷에 축적하여 공유하고 있다. 종업원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상품과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최신 지식과 노하우를 언제든지 조회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지원시스템

이나 가계저축이나 자동차보험에 대한 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해 체계

적인 업무수행시간도 대폭 축소할 수 있었다. 베스트프랙티스의 실

행방안 공유와 수행지원, 전문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꼭 필요한 때에

업무지원과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핵

심고객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식공유로 고객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시간단축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조직 내부의 정보기반을 혁신함으로

써 직원들의 행정업무나 서류처리시간을 축소하고 더 많은 시간을

고객에게 할애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과 가치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로세스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

와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 글로벌경영을 추구하는 스칸디아는 계

약서의 양식과 일반관리를 표준화하고, 회계처리과정을 매뉴얼로 만

들어 신규지점 개설에 드는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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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매뉴얼, 노하우를 모아 놓은 프로토타입

(prototyp e)을 구축하여 각국별로 그 나라의 법이나 다양한 상품구

성에 맞게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객의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사항을 DB로 만들어 계약기간

을 축소하고 소요시간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었던 반면에

고객과 접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은 증대시킬 수 있었다. 리스

크필터(risk filter)라 불리는 이 DB는 직원이나 딜러가 고객의 위험

에 대해 어떤 정보를 미리 검토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

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신규지점 개설소요기간은 4년이었는데

독일 지점은 2년, 오스트리아와 멕시코 지점은 6개월 내에 개설할

수 있었다. 이는 주요 국가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

한 공통지식과 기법을 찾아냄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리자는 매월 계획과 실제치의 비교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균형성과표의 측정지표를 파악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영자는 각 사업부의 매월 현황을 파악하거

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모니터할 수 있게 되었다. 취

약한 성과를 나타낼 때는 사업부 관리자와 현장 관리자가 토론기회

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통한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부문의

관리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지식경영은 종업원의 참여만큼이나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와 지

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균형성과표는 지식경영의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실천의지를 지속시키려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균형성과표를 고안한 사람 중 하나인 로버트

캐플란(Kaplan)과 1992년 FMC사의 부사장 래리 브래디와의 대담

내용은 귀담아 들을만하다183):

183) Kap lan & N orton (1999, H B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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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플런: 균형성과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

브래디: 단지 균형성과표가 최신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입하고자 하

는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 균형성

과표는 측정시스템이 아니라 경영시스템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고위경영자만이 균형성과표를 단순한 기록유지 도구로 만들지,

아니면 획기적인 성과 향상을 가져오는 전략으로서 합리화하고

초점을 두는 지렛대로 만들지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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