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생명보험설계사의 만족 및 충성도 분석

최근 독립대리점(GA)이 점차 활성화되고 방카슈랑스와 같은 강력한 대체판매

채널이 대두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낮아지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설

계사 중심의 유통채널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3).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의 충성도를 해당 설계사의 만족도와 관련지어 검토해 보는 것은 

보험산업의 중요한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를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기초통계분석

가. 보험설계사의 만족도

1) 직무수행 만족도

본 설문조사로부터 나타난 생명보험설계사의 직무수행 만족도는 전반적인 직

무만족도 외에 업무량 대비 소득수준 만족도와 적성측면 만족도 항목으로 세분

화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조사항목의 측정수단으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다.

우선 조사된 3가지 설문항목인 업무량 대비 소득수준 만족도, 적성측면 만족

23) 실제 생명보험설계사의 정착률(13월차)은 FY2007에 41.5%에 달하던 숫자가 FY2009 

들어 33.3%까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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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생보설계사 전체로는 3가지 항목 모두에서 

3점대 초반의 만족도를 기록함에 따라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

내었다. 생보사 그룹별로는 조사된 3가지 항목 모두 외자계 생보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형 생보사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

타내었다24). 안철경·권오경(2009)은 대형 생보설계사의 낮은 만족도 또는 이

직의 원인으로 수당환수제도와 관리자의 리더쉽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GA와 홈쇼핑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는데, GA

설계사의 만족도가 홈쇼핑대리점 설계사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공제 등에 소속된 설계사의 직무만족도는 생명보험회사나 GA와 비

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직무수행 만족도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소득수준 만족도 2.9 3.2 3.3 3.1 

적성측면 만족도 3.1 3.4 3.5 3.3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3.2 3.3 3.5 3.3 

<표 Ⅲ-1> 직무수행 만족도
(단위 : 점/5점 만점)

직무수행 만족도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소득수준 만족도 3.1 2.4 2.7

적성측면 만족도 3.5 3.0 3.0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3.5 2.8 3.0

24)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만족도는 주관적인 만족도라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대형 생보사의 경우 중소형사에 비해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

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대비 소득수준 만족도는 3.0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

타났다. 즉, 대형 생보사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업무량이 과도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형 생보설계사의 업무량 대비 소득수준 만족도는 보통 수준

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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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직장 또는 조직의 전반적인 근무 분위

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생

산성, 충성도, 이탈 가능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한 경영지표가 될 수 있다.

<표 Ⅲ-2>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데, 생보사, 대리점, 공제 등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 가

운데 중소형 생보설계사의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대형

사의 인간적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로 대형 생보사의 

대형화된 조직 구조에 의한 관료적인 특성이 강한 것이 인간적 관계 만족도 저하 

원인이라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리점 중 홈쇼핑 설계사의 경우 공제 등과 함께 대형 생보설계사보다 낮은 인

간적 관계 만족도를 시현하였다.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3.6 3.7 3.7 3.6

<표 Ⅲ-2>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점/5점 만점)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3.7 3.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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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경영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채널경영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사의 리크루팅이나 양

성제도, 설계사 교육지원, 복지제도, 근무환경 등을 중심으로 한 설문항목을 통

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채널경영 측면의 설문항목에서는 생보설계사와 GA설계사 간의 만족도 차이

가 전혀 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미미하게 상회하는 만족도를 나타

냈으나 설계사 복지제도 문항에서는 보통 이하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생

보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 생보설계사의 채널경영 만족도가 생보사 중에서 근소

한 차이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홈쇼핑 설계사나 공제 소속 설계사들의 채널경영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

서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점에 대해서 홈쇼핑이나 공제

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널경영 만족도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설계사 리크루팅 및 양성제도 3.1 2.9 3.1 3.1

설계사 교육지원 역량개발제도 3.3 3.0 3.2 3.2

우수설계사 우대제도 3.5 3.2 3.2 3.3

설계사 복지제도 3.0 2.9 2.7 2.9

설계사 근무환경 및 지원 3.4 3.2 3.2 3.3

<표 Ⅲ-3> 채널경영 만족도
(단위 : 점/5점 만점) 

 

채널경영 만족도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설계사 리크루팅 및 양성제도 3.1 2.6 2.4

설계사 교육지원 역량개발제도 3.2 2.6 2.4

우수설계사 우대제도 3.3 2.7 2.8

설계사 복지제도 2.9 2.2 2.2

설계사 근무환경 및 지원 3.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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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설계사의 이직현황

1) 이직경험 및 이직경로

최근 5년 이내에 이직경험이 있는지를 설문한 항목에서는 생보 전속설계사와 

공제설계사의 경우 무응답을 포함한 조사대상 설계사 중 각각 30%에 못 미치는 

설계사들이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보사 그룹별로는 대형 생보설계사의 경우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가 주를 이

루었으나 중소형 및 외자계 생보설계사의 이직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최근 M&A에 의해 신규로 진출한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경력설계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을, 그리고 외자계 생보사는 고소득·고

학력 설계사를 통한 차별화된 판매채널 전략을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직경험과 학력수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가질 수 있는데, 실제 학력수준이 높

을 때 이직의 기회와 유인이 많기 때문이다. <표 Ⅱ-1>의 회사그룹별 설계사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중소형 및 외자계 생보설계사들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중소형 및 외자계 설계사의 높은 이직경험과 대비

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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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경험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없다 80.7 55.4 65.0 69.7 

있다 18.0 43.5 32.2 28.7 

무응답 1.2 1.0 2.8 1.6 

사례수(명) 327 193 180 700 

<표 Ⅲ-4> 최근 5년 내 보험설계사의 이직경험
(단위 : %, 명) 

 

이직경험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없다 11.8 52.9 72.0

있다 85.5 44.2 25.5

무응답 2.6 2.9 2.5

사례수(명) 76 104 200 

주 : 무응답은 평균값으로 처리함.

대리점 소속 대면 GA설계사의 경우 이직경험이 무응답을 포함한 조사대상 중 

85%를 상회하는 설계사들이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주로 

GA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설계사 경력을 통해 스카우트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직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설계사의 경우에도 이직과 신규

진입이 수월한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이직경험률이 높고, 그 결과 이직경험을 

가진 설계사가 약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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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경험 횟수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1회 35 51 37 123

2회 10 20 11 41

3회 5 8 3 16

4회 2 2 　 4

5회  1 1 2

7회 　 　 　 0

10회 　 　 1 1

무응답 7 2 5 14

평균 이직횟수 1.5 1.6 1.6 1.6

<표 Ⅲ-5> 보험설계사의 이직경험 횟수 
(단위 : 횟수, 명)

이직경험 횟수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1회 32 25 30

2회 23 11 7

3회 7 6 7

4회 3 　 

5회  2 　

7회 　 1 1

10회 　 　 　

무응답 　 1 

평균 이직횟수 1.7 1.8 1.6

 주 : 무응답은 평균값으로 처리함.

한편, 생보설계사의 이직경험 횟수는 회사 그룹별에 관계없이 최근 5년 내 평

균 약 1.5회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리점의 경우 이직경험자가 많은 만

큼 이직횟수가 1.7회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중 생보사 그룹별, 대리점, 공제의 이직

경로를 보여준다. 먼저 생보사 전체로는 생보사에서 다른 생보사로의 이직이 가

장 많아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설계사 중에서 69.3%를 차지하였다. 주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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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대형 생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중 17.5%는 보험회사에서 대리점으로의 이

직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 소속 GA설계사의 경우는 88.1%가 보험회사로부터 대리점으로의 이

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홈쇼핑 설계사의 경우에는 생보사에서 생보

사로의 이직경험이 59.2%로 조사응답자 중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공제의 경우에

는 생보사에서 다른 생보사로의 이직이 51.8%로 가장 많았다.

이직경로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보험회사 → 대리점 17.5 5.8 4.8 9.0 

대리점 → 보험회사 7.9 9.3 6.3 8.0

생보 → 생보 60.3 75.6 69.8 69.3

손보 → 손보 0.0 1.2 0.0 0.5 

손보 → 생보 6.3 5.8 7.9 6.6

생보 → 손보 0.0 1.2 3.2 1.4

무응답 7.9 1.2 7.9 5.2

사례수(명) 63 86 63 212

<표 Ⅲ-6> 이직의 경로
(단위 : %, 횟수) 

이직경로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보험회사 → 대리점 88.1 10.2 10.7

대리점 → 보험회사 0.0 6.1 8.9

생보 → 생보 1.5 59.2 51.8

손보 → 손보 1.5 0.0 3.6

손보 → 생보 0.0 10.2 8.9

생보 → 손보 0.0 8.2 3.6

무응답 9.0 6.1 12.5

사례수(명) 67 49 56

주 : 농협, 우체국 등은 생보사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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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 사유 및 이직 후 만족도

이직경험자 또는 이직의 의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생명

보험회사 전체로는 조직 내 인간적 갈등(16.2%), 실적에 대한 부담감(15.0%), 

개인 사업가로서의 성장(12.6%),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취약성(12.3%) 등

으로 인한 영업 불편 등이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 생보설계사의 이직사유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 

조직 내 인간적 갈등, 상품의 취약 등 영업 불편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중소형사

의 경우는 조직 내 인간적 갈등, 상품 취약 등 영업 불편, 개인 사업가로서의 

성장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외자계의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조직 내 

인간적 갈등, 개인 사업가로서의 성장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대리점 중 GA설계사의 경우는 상품취약 등의 영업 불편(25.0%)과 개인 

사업가로서의 성장(21.0%)이, 홈쇼핑대리점 설계사의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

감(26.8%)과 상품 취약으로 인한 영업 불편(16.0%)이 이직사유로 두드러졌다. 

한편, 공제 소속 설계사의 경우는 상품취약성(19.2%)과 실적에 대한 부담감

(17.4%)이 이직사유로 나타났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으로는 보험대리점과 공

제 모두 조직 내 인간적 갈등으로 인한 이직사유는 생보사의 경우와는 달리 미미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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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조직 내 인간적 갈등 14.2 20.1 14.6 16.2 

상품 취약 등 영업 불편 11.4 13.8 12.4 12.4 

이직의 수수료 보장급 지급 9.9 7.0 9.7 8.9 

개인 사정(가족반대, 이사 등) 11.7 9.1 4.4 9.0 

실적에 대한 부담감 17.3 9.7 17.3 14.8 

이직회사의 수수료 지급방식 7.6 7.0 4.0 6.5 

회사의 브랜드 4.6 3.7 3.1 3.9

개인 사업가로서의 성장 8.4 13.8 17.7 12.4 

분위기 전환 6.1 10.1 8.8 8.1 

기타 8.9 5.7 8.0 7.6

사례수(명) 197 149 113 459

<표 Ⅲ-7> 이직경험자 또는 이직의향자의 이직사유
(단위 : %, 명) 

이직사유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조직 내 인간적 갈등 7.3 7.3 9.8

상품 취약 등 영업 불편 25.0 16.0 19.2

이직의 수수료 보장급 지급 9.7 10.4 13.8

개인 사정(가족반대, 이사 등) 6.5 7.3 5.4

실적에 대한 부담감 4.0 26.8 17.4

이직회사의 수수료 지급방식 9.7 7.3 12.5

회사의 브랜드 2.4 1.8 3.6 

개인 사업가로서의 성장 21.0 4.9 8.0

분위기 전환 6.5 6.7 5.8 

기타 8.1 6.7 4.5

사례수(명) 62 82 112

주 : 복수응답 허용(2개) 및 무응답자는 제외함.

생보사, 대리점, 공제 모두에서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공통적 원인으로 상품

취약성에 의한 영업 불편이 거론되었는데, 실제 상품취약성으로 인해 영업활동

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고객 만족은 물론 자신의 보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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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의 만족도로는 생보사 전체의 경우 <표 Ⅲ-8>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간적·영업활동·전반적 측면 모두에서 이직 후 만족도가 2.7~3.6

을 기록함에 따라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 중 영업

활동개선 측면에서 이직 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는데, 보험설계사의 이

직사유와 연결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는 상품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활동이 곤란을 겪게 될 때 이직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이를 고려한 

이직을 통해 이직 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직 후 만족도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경제적 소득 측면 3.0 3.2 3.2 3.2 

인간적 갈등해소 측면 3.2 3.5 3.4 3.4 

영업활동 개선 측면 3.4 3.4 3.4 3.4 

전반적인 이직만족도 3.3 3.5 3.5 3.4 

사례수(명) 63 86 63 212

<표 Ⅲ-8> 이직 후 만족도
(단위 : 점/5점 만점)

이직 후 만족도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경제적 소득 측면 2.9 2.7 2.7

인간적 갈등해소 측면 3.3 3.0 3.2

영업활동 개선 측면 3.6 2.8 2.9

전반적인 이직만족도 3.6 2.8 3.2

사례수(명) 67 49 56

주 : 이직경험 대상자만을 조사하였음.

대리점의 경우 GA설계사과 홈쇼핑 설계사의 이직 후 만족도가 다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홈쇼핑 설계사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수

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대면 GA설계사의 이직 후 만족도는 경제적인 측면을 제

외하고는 생보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직결과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업활동 개선 측면의 만족도가 3.6으로 높게 나타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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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때 다양한 보험상품이 취급 가능한 대리점의 특성이 GA설계사의 만족도

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보험설계사의 충성도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충성도 관련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생보사 

전체 평균으로는 보통 수준 이상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으나 4.0점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직원의 권유와 같은 적극적인 충성

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그룹별로는 중소

형 설계사의 충성도가 두드러진 반면, 대형 또는 외자계 생보설계사의 충성도 수

준은 높지 않았다.

대리점의 경우에는 GA설계사의 충성도가 다소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반적

으로 충성도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제의 경우에도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낫지만 높은 수준의 충성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보험설계사의 충성도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현 조직 계속근무 의향 3.7 4.0 3.9 3.9 

설계사 직원 권유 의향 3.5 3.7 3.5 3.6 

타사가 좋아도 현 직장 유지의향 3.9 4.0 3.9 4.0 

사례수(명) 327 193 180 700

<표 Ⅲ-9> 보험설계사의 충성도
(단위 : 점/5점 만점)

보험설계사의 충성도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현 조직 계속근무 의향 3.8 3.2 3.5 

설계사 직원 권유 의향 3.2 3.1 3.0 

타사가 좋아도 현 직장 유지의향 3.8 3.1   3.6   

사례수(명) 76 10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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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의 설계사 영입 권유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생보사 전체로 

무응답을 포함한 조사대상 설계사 중 84.4%가 권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회사 그룹별로는 중소형사가 가장 높은 권유 경험의 구성비를 시현한 가운

데, 대형·중소형·외자계 생보사 모두 8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대리점의 GA설계사 경우는 무응답을 포함한 조사응답 중 81.6%가 자

사의 설계사 직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홈쇼핑 설계사의 경우는 80% 수

준에 미치지 못하는 76.0%에 해당하는 설계사가 자사의 설계사 직업을 권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제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68.0%에 해당하는 

설계사만이 권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영입
권유경험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없음 11.0 10.4 16.1 12.1 

있음 82.9 88.1 83.3 84.4 

무응답 6.1 1.6 0.6 3.4 

사례수(명) 327 193 180 700 

<표 Ⅲ-10> 설계사 입사 권유 경험
(단위 : %, 명) 

설계사 영입
권유경험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없음 17.1 16.4 27.5 

있음 81.6 76.0 68.0 

무응답 1.3 7.7 4.5 

사례수(명) 76 104 200

반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설계사 입사를 만류한 경험에 대해서는 생보사 

전체의 경우 무응답을 포함한 조사응답 중 18.7%에 해당하는 설계사가 만류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사 그룹별로는 무응답자를 만류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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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한다하더라도 입사 만류 경험이 있는 설계사의 비중이 외자계 생보사에

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리점과 공제 소속 설계사의 입사 만류 경험은 전반적으로 생보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GA설계사의 만류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입사
만류경험

생명보험회사

대형 중소형 외자계 소계

없음 76.8 81.4 74.4 77.4 

있음 16.5 18.1 23.3 18.7 

무응답 6.7 0.5 2.2 3.9 

사례수(명) 327 193 180 700 

<표 Ⅲ-11> 보험설계사 입사 만류 경험 
(단위 : %, 명)

설계사 입사
만류경험

대리점
공제 등

GA 홈쇼핑

없음 65.8 73.1 67.5 

있음 32.9 20.2 23.5 

무응답 1.3 6.7 9.0 

사례수(명) 76 104 200

자사의 입사를 권유하거나 만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항목을 종합해 볼 

때 입사 권유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입사 만류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사 설계사로의 입사 권유와 입사 만류를 하

게 될 때 서로 다른 유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입사 후보자에 따라 권유 아니면 

만류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모순적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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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생보전속 설계사와 GA설계사들을 분석대상25)으로 하여 보험

설계사의 충성도가 보험설계사의 만족도와 타 금융권의 이미지, 보험설계사

의 학력 수준 등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방법으로

는 설문조사에 의한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해당 요인

에 대한 점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요인분석은 실제 여러 종류의 관찰 가능한 데이터가 관찰 불가능한 소수의 

잠재요인(latent variable)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전제로 한

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의 몇몇의 항목들에 대한 답변은 답변자의 기본적인 

잠재적 특성 또는 요인을 반영하게 되는데, 요인분석은 이러한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해당 잠재적 요인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보면 된다. 그리

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데이터들은 차원이 축소된 잠재

요인만이 도출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차원축소(또는 불필요한 변수의 제거)

는 간결성의 원리 측면에서 모형을 이용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VARIMAX 회전법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고 상호독립적인 잠재요인을 도출

할 수 있어 분석이 간명해지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상호독립적인 잠재요인을 단순산술평균 또는 예측치를 통한 방법으로 각

각의 요인별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점수는 하

나의 지수화된 변수가 되어 회귀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인분석 후 구해진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구해진 요인점수들과 일부 설문항목을 직접 이

용하여 성별과 결혼여부별의 인구통계학적 세부항목 간과 생보사와 독립대리점

(GA), 대면채널과 TM(직영 텔레마케터)채널 설계사 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25) 농협, 우체국, 홈쇼핑 설계사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로는 생보전속 및 GA설계사와는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족도에 따른 충성도 분석에 있어 함께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분석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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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보험설계사의 만족도와 충성

도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분석결과

가. 요인분석

조사된 설문지를 통한 요인분석 결과 보험설계사의 충성도는 하나의 요인, 만

족도는 직무측면과 채널경영 측면의 두 가지 요인, 타 금융권에 대한 이미지로는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에 대한 선정기준으로는 Kaiser 기준을 적용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의 값만을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설문항목을 살펴보

면 Q281~Q283은 충성도 요인, Q221~Q223과 Q251은 직무측면의 만족도 요

인26), Q311~Q315가 채널경영측면의 만족도 요인, Q454~Q456이 고객들의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아울러 요인의 구

성항목으로 설정된 설문항목의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는데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Nunnally, 

1978).

26) 앞서 보험설계사가 고민하고 있는 상품취약 등으로 인한 영업 불편의 이직사유 또는 

직무만족도는 Q222(적성 측면 만족도)와 Q223(전반적 직무 만족도)에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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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 설명

Q281 현 조직 계속 근무의향

Q282 설계사 직업 권유의향

Q283 타사 유리해도 현 직장 유지의향

Q221 업무량 대비 소득수준 만족도

Q222 적성 측면 만족도

Q223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Q251 조직 내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만족도

Q311 설계사 리크루팅 및 양성제도 만족도

Q312 설계사 교유지원, 역량개발제도 만족도

Q313 우수설계사 우대제도 만족도

Q314 설계사 복지제도 만족도

Q315 설계사 근무환경 및 지원 만족도

Q454 고객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

Q455 고객의 공제(새마을 공제, 신협 등)에 대한 이미지

Q456 고객의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표 Ⅲ-12> 요인분석 결과요약

<변수 설명>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명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s)
신뢰도

(Cronbach’s 
alpha)요인 1 요인 2

충성도

Q281 0.9058 

0.8320Q282 0.8018 

Q283 0.8970 

만족도

직무측면

Q221 0.1346 0.7225

0.7794
Q222 0.0582 0.8760

Q223 0.1439 0.889

Q251 0.3468 0.4896

채널경영측면

Q311 0.7681 0.2029

0.8448

Q312 0.8061 0.1601

Q313 0.8193 0.0096

Q314 0.7744 0.1491

Q315 0.7396 0.1350

고객의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Q454 0.7058 

0.7171Q455 0.9015 

Q456 0.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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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귀분석

1) 전체표본 분석결과

전 소절의 요인분석을 근거로 보험설계사의 충성도와 만족도, 그리고 고객들

의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표준편차가 1인 요인점수

를 도출하였다. 본 소절에서는 해당 요인점수들과 기타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

석을 시행하는데,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종속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의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보았다. 

보험설계사의 충성도는 앞서 도출된 요인점수로 지수화된 연속적인 값이므로 최

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분석을 위한 모형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험설계사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종업원의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로 Jawahar(2006)는 성과평가는 종업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

는 요소에 해당하고, 이는 종업원의 충성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Schneider(1994)는 화기애애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Abdullah et al.(2009)은 근무

환경, 팀워크, 협조관계 등이 직장 충성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한편, 만족도와 충성도의 모형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만족도는 아니지만) 

Auh와 Johnson(1997), Finn(2005), Mittal과 Kamakura(2001), 윤한성·

배상욱(2010) 등은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의 비선형 관계를 언급하고 고객충

성도에 대하여 고객만족도의 2차 함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도 보험설계

사에 해당하는 만족도와 충성도(또는 이탈의도)이기는 하지만 2차 함수 형태의 

모형을 설정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만족도의 증가가 일

정한 비율로 충성도를 증가시킨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충성도의 증가속도가 일정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더 현실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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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의 두 가지 요인인 채널경영 만족도와 직무만족도 각각에 대하여 2차 함

수 형태의 모형을 설정하여 예비적으로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아울러 해당 모형에 앞서 요인으로 추출된 고객들의 저축은행·공제·우체국

에 대한 이미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조직에서의 근무경력, 보험설계사의 학력

을 함께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고객들이 갖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이미지

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갖는 인식은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소속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속한 조직에서의 근무경력도 각각의 종속변수와 밀접한 관

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축적된 

근무경험을 통해 해당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고유의 인적자본

(firm-specific human capital)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속 회사의 

고유한 인적자본은 타 회사에서 생산요소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

의 성격이므로 현재 소속된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회사 고유의 인적자본에 대한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오랜 근무경력을 가진 근로자는 이탈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

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학력도 충성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학력수준에 근거한 노동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학력수준별로 현재 소속된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력수준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험설계사의 학력수준과 충성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 만족도 변수를 기본적인 관심변수로 

포함시킨 후, 설문조사에 포함된 설문항목 중 저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 변수들을 모형에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반면, 저자들이 판단하기에 적절하

지 않은 일부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설문항목변수 중 

소득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로는 소득변수의 경우 내생성

(endogeneity)이 의심되고, 모형에 포함된 근무경력이나 학력수준과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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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선정을 근거로 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모형 

추정 결과를 <표 Ⅲ-13>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27)를 간략히 살펴보면 회

귀모형(1)~(6) 모두에서 보험설계사의 만족도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충

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형 간 추정계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모형 내 설명변수 간 상호독립성이 강하여 설

명변수의 추가 또는 제외가 추정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된 설명변수 모두가 포함된 모

형(5)를 중심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형(5)가 제공하는 보험설계사의 만족도 중 채널경영 만족도의 한계효과28)

는 0.3468로 채널경영 관련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0.3468만큼 충성도가 

증가한다. 한편, 직무만족도의 한계효과는 ｢0.4474−0.0810×직무만족도｣로 

표현되는데, 이는 직무만족도 수준이 올라갈수록 충성도에 대한 한계효과는 줄

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충성도를 이끌어내기 위하

여 직무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될 때 직무만족도의 수준이 오를수록 

투자되는 노력 대비 충성도의 증가는 약화됨을 의미한다.

한편, 고객들이 갖는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 등의 타 금융권에 대한 이미지는 

해당 보험설계사의 충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해당 변수는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 등의 이미지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은행 및 증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향의 분석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제 전체 타 금융

권에 대한 이미지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이 갖는 타 금융권 

27)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내생성을 의심해 본다면 첫째, 

해당 독립변수들의 내생성을 의심할만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설사 내생성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여러 모형 설정에서 통해 살펴본 추정계수치

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변수 간의 상호독립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

어 한 변수의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bias)가 다른 변수들에게 편의를 동시에 일으키기

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의 분석결

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8) 채널경영 만족도 2차항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한계효과 관련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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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생각이 해당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직접적인 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조직에서의 보험설계사 근무경력(표본: 0~315개월, 평균: 54.3개월)이 

충성도와 맺는 관계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의 근무경력은 전반적으로 현 조직 

내에서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앞서 언급한 회사 

고유의 인적자본 관점으로 보면 보험설계사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로부터의 근무

경력(인적자본)이 타 보험회사나 업종에서보다는 자신이 현재 속한 회사에서 더 

이익이 된다고 보험설계사는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학력 수준(표본: 1~3, 평균: 1.65)29)은 충성도와 음(-)의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실제 보험설계

사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 이외에서도 타 회사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높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낮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표 Ⅲ-4>에서 나타난 중소형 및 외자계 생보

설계사의 이직경험이 다소 높은 이유를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중소형사 및 외자계 소속 설계사의 학력수준과 연결해 추론해 볼 수 있다.

29) 보험설계사의 학력 수준은 SQ3에 해당하는 설문항목을 이용한 것으로 해당 항목의 보기

는 1: 고졸 및 중졸, 2: 초대졸 및 대졸, 3: 대학원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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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최소자승법(OLS)

종속변수 충성도

모형 (1) (2) (3) (4) (5) (6)

채널경영만족도
0.3442*** 0.3509*** 0.3430*** 0.3419*** 0.3468*** 0.3485***

(0.0307) (0.0310) (0.0309) (0.0307) (0.0313) (0.0310)

채널경영만족도^2
-0.0027 -0.0003 -0.0016 -0.0002 0.0021 

(0.0210) (0.0211) (0.0211) (0.0211) (0.0212) 

직무만족도
0.4383*** 0.4414*** 0.4414*** 0.4437*** 0.4474*** 0.4438***

(0.0308) (0.0310) (0.0309) (0.0309) (0.0314) (0.0307)

직무만족도^2
-0.0437** -0.0405** -0.0427** -0.0455** -0.0405** -0.0393**

(0.0199) (0.0200) (0.0200) (0.0199) (0.0201) (0.0198)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0.0648**   -0.0592* -0.0575*

 (0.0310)   (0.0314) (0.0312)

현 조직에서의 

보험설계사 근무경력

  0.0011**  0.0010* 0.0011**

  (0.0005)  (0.0005) (0.0005)

보험설계사의 학력
   -0.0967* -0.0638 

   (0.0573) (0.0593) 

상수항
0.0468 0.0433 -0.0132 0.2077** 0.0960 -0.0152

(0.0401) (0.0403) (0.0492) (0.1035) (0.1153) (0.0456)

관측치 수 687 683 665 686 660 661

Adj.   0.3436 0.3399 0.3511 0.3454 0.3467 0.3476

<표 Ⅲ-13> 표본전체 회귀분석 결과

주 :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지금까지 보험설계사의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채널경영 및 직무만족도, 

타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이미지, 보험설계사의 근무경력과 학력수준 모두

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모형(5)를 근거로 해석하였다. 이 중 해당 모형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외하고 새로이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모형(6)으로 하였다30). 즉, 모형(6)에서는 채널경영 만족도의 2차항과 보

험설계사의 학력수준을 제외하였다. 모형(5)와 모형(6)의 추정 결과를 비교해 보

30) 일반적으로 모형에서 설명변수 중 일부를 제외시킬 경우 누락변수에 따른 편의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표 Ⅲ-13>의 모형(6)에서 나타나듯이 모형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를 제외한 경우에도 모형에 잔존하는 설명변

수의 추정치 변화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6)을 기본모형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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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반적으로 추정치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미세한 수준의 변화를 제외하곤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모형에서 제외된 변수와 모형(6)에 포함된 변

수 간의 상호독립적인 관계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모형(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해당 모형에서 제외함에 따라 모형(5)에 비해 모형

(6)의 조정결정계수(adjusted  )가 다소 높아졌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가용한 

설명변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감안하여 모형(6)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다음 소절

의 세부항목별 회귀분석에서도 해당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세부항목별 분석결과

본 소절에서는 앞선 모형(6)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성별과 결혼여부에 초점을 맞

춘 인구통계학적 구분과 생명보험회사와 독립대리점(GA), 대면채널과 TM(직영)

채널의 채널 특성적 구분에 따라 충성도와 만족도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

내는지를 살펴본다.

가) 인구통계학적 구분에 따른 분석결과

먼저 성별로 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채널경영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로 

남성설계사·여성설계사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준 가운데 여성

설계사의 추정치가 남성보다 근소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31). 이는 채널경영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여성설계사의 충성도가 남성보다 다소 더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직무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로는 직무만족도 수준이 낮을 때에는 충성

도에 대해 남성설계사의 직무만족도가 여성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나, 직무만족도 

31) 참고로 추정 계수값이 더 크다는 의미는 충성도에 대한 채널경영 만족도의 한계효과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남성설계사와 여성설계사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동

질적이고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충성도에 대한 그 한계효과가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결국 남성설계사의 채널경영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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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설계사의 직무만족도 한계효과는 감소하여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설계사보다 해당 민감도가 더 낮아진다. 즉, 남성설계사

의 경우 직무만족도의 수준이 오를수록 충성도의 증가는 둔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은 직무만족도 2차항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아 직무만족도 수준에 

관계없이 직무만족도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일정한 충성도 증가가 있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한 고객들의 타 금융권에 대한 이미지

로 인한 충성도 약화는 여성설계사가 다소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여

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보험설계사의 근무경력으로는 남

성설계사의 경우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여성설계사는 유의한 양

(+)의 결과를 보여줘 여성의 경우 근무경력이 늘어날수록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설계사와 여성설계사 간의 추정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해 보았

을 때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에서 남성설계

사와 여성설계사의 반응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보험설계사의 충성도 관리에서 특별히 성별적 차이를 두어 

관리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결혼여부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설계사와 미혼설계

사의 채널경영 만족도에 따른 충성도 증가는 모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이 중 기혼설계사보다 미혼설계사의 채널경영 만족도에 따른 충성도 

증가 반응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추정 계수의 차이도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무만족도에서는 기혼자의 2차항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여주나 미혼설계사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힘드나 기혼설계

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충성도 증가가 미혼설계사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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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최소자승법(OLS)

종속변수 충성도

구분 남성 여성 차이2) 기혼 미혼 차이2)

채널경영만족도
0.3363*** 0.3522*** -0.0159 0.3193*** 0.4866*** -0.1673**

(0.0475) (0.0412) (0.0649) (0.0354) (0.0686) (0.0801)

직무만족도
0.4930*** 0.4261*** 0.0669 0.4604*** 0.3740*** 0.0864

(0.0515) (0.0419) (0.0687) (0.0345) (0.0717) (0.0827)

직무만족도^2
-0.0739** -0.0316 -0.0423 -0.0366* -0.0400 0.0034

(0.0343) (0.0257) (0.0446) (0.0216) (0.0539) (0.0606)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0.0511 -0.0563 0.0053 -0.0449 -0.1073 0.0624

(0.0545) (0.0390) (0.0697) (0.0344) (0.0789) (0.0896)

현 조직에서의

보험설계사

근무경력

0.0013 0.0011* 0.0003 0.0012** 0.0006 0.0006

(0.0014) (0.0006) (0.0016) (0.0006) (0.0026) (0.0028)

상수항
0.0073 -0.0291  -0.0118 -0.0667 

(0.0722) (0.0602)  (0.0527) (0.1101) 

관측치 수 226 435  531 123 

Adj. 0.4045 0.3116  0.3421 0.4117 

<표 Ⅲ-14> 인구통계학적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주 : 1)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2) 각각의 차이는 남성설계사와 여성설계사, 기혼설계사와 미혼설계사 간 추정계수의 차이 를 

의미함.

여기서 미혼설계사의 경우 채널경영 만족도가, 기혼설계사에게는 직무만족도

가 충성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미혼설계사에게는 설계사 리크루팅 및 양

성제도, 교육지원, 설계사 복지제도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채널경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할 필요가 있고, 기혼설계사에게는 소득수준 보전, 적성측

면을 고려한 만족도 개선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기혼자의 경우 

현 조직에서의 근무경력이 충성도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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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널특성적 구분에 따른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와 독립대리점(GA)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

울 수 있다. 충성도의 경우 생보설계사와 GA설계사 모두 채널경영 만족도에 따

라 충성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 차이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채널경영 만족도에 대해 생보설계사 충성도 증가량이 GA설계사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는 해당 2차항이 생보사와 GA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 1차항 직무만족도만을 비교하면 채널경영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생보설

계사의 직무만족도가 충성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보설계사와 

GA설계사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면 결국 생보설계사들의 충성도에 대한 직무만

족도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이는 <표 Ⅲ-1>에 있는 GA설계사에 비해 낮

은 생보설계사의 직무만족도와도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보험설계사의 근무경력인데 생보사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에 따라 

충성도가 증가하여 이전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데 GA의 경우는 근무경력이 증가

함에 따라 충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도 오히려 약화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특이한 분석결과는 관측치 수의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고, 실제 

GA설계사의 내부적 환경에 따른 원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

는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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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최소자승법(OLS)

종속변수 충성도

구분 생보전속 GA 차이2) 대면 TM(직영) 차이2)

채널경영만족도
0.3540*** 0.2389* 0.1151 0.3465*** 0.3484*** -0.0018

(0.0320) (0.1205) (0.1353) (0.0325) (0.1088) (0.1136)

직무만족도
0.4585*** 0.3926*** 0.0659 0.4362*** 0.5992*** -0.1630

(0.0328) (0.0887) (0.1021) (0.0321) (0.1205) (0.1247)

직무만족도^2
-0.0345 -0.0685 0.0340 -0.0358* -0.1259 0.0901

(0.0210) (0.0574) (0.0660) (0.0207) (0.0873) (0.0897)

저축은행, 공제,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0.0642* -0.1276 0.0634 -0.0550* -0.0804 0.0254

(0.0327) (0.1087) (0.1230) (0.0327) (0.1080) (0.1128)

현 조직에서의 

보험설계사 근무경력

0.0011** -0.0054** 0.0066** 0.0010* -0.0026 0.0037

(0.0006) (0.0026) (0.0028) (0.0005) (0.0041) (0.0042)

상수항
0.0067 -0.0703  0.0093 -0.0502 

(0.0488) (0.1236)  (0.0481) (0.1689) 

관측치수 594 67  601 60 

Adj. 0.3603 0.2777  0.3417 0.3853 

<표 Ⅲ-15> 채널특성적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주 : 1)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2) 각각의 차이는 생보전속 설계사와 독립대리점(GA) 설계사, 대면채널 설계사와 TM(직영)채널 

설계사 간 추정계수의 차이를 의미함.

한편, 대면채널과 TM(직영)채널 설계사32)의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

면과 TM채널 설계사 모두에서 채널경영 만족도는 충성도와 유의한 양(+)의 관

계를 보여주었으나, 둘 사이의 추정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에서도 이 두 채널은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TM채널 설계사의 민감

도가 대면채널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채널의 설계사들이 서로 동질적이

라고 가정하면, TM채널 설계사의 만족도 수준이 대면채널보다 더 낮은 수준임

을 암시한다.

32) 대면채널 설계사에는 생보전속 대면설계사와 GA설계사가 포함되고, TM(직영텔레마

케터)채널 설계사에는 생보전속 직영 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72 조사보고서 2011-1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만족도와 충

성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생보설계사와 GA설계사의 경우 직무(수행)만족도와 채널경영 만족도 모두 보

통 수준인 3.0점 이상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된 만족도 설문항목 중 어떠

한 항목에서도 3.5점을 초과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만

족도는 3.5점을 초과하고 있으나 4.0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정리하면, 

생보설계사와 GA설계사 모두 만족도 수준은 실제로 그리 높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홈쇼핑대리점 설계사나 공제 소속 설계사의 만족도 수

준은 보통 수준 이하였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충성도 수준은 만족도 수준에 비

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중소형 생보설계사의 일부 설문항목을 제외하

고는 여전히 4.0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해 만족도와 충성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분

석결과로 보험설계사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방지함

과 동시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보사와 독립대리점, 특히 홈쇼핑대리점

과 공제 모두는 설계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보험설계사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당체계를 통한 보수의 

상향조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히 그러한 직접적 수단보다는 경쟁

력이 있는 상품개발을 통한 영업의 용이성 제고와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양성제

도, 교육지원, 복지제도, 근무환경 개선 등과 같은 간접적 만족도 제고 수단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으로 생산성 향상

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세부항목별 분석에서도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분석결

과를 보여주었다. 즉, GA설계사의 채널경영 만족도(10% 수준에서 유의)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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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채널경영과 직무만족도 모두 1% 수준에서 설계사의 충성도와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구분
채널경영
만족도

직무
만족도

구분
채널경영
만족도

직무
만족도

남성 0.3363*** 0.4930*** 생보전속 0.3540*** 0.4585***

여성 0.3522*** 0.4261*** GA 0.2389* 0.3926***

차이 -0.0159 0.0669 차이 0.1151 0.0659

기혼 0.3193*** 0.4604*** 대면 0.3465*** 0.4362***

미혼 0.4866*** 0.3740*** TM(직영) 0.3484*** 0.5992***

차이 -0.1673** 0.0864 차이 -0.0018 -0.1630

<표 Ⅲ-16> 만족도 중심 세부항목별 분석결과 요약

주 : 1)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2) 채널경영 만족도와 직무만족도 모두 설명과 표시의 편의를 위해 1차항만 기재하였음.

이러한 세부항목별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혼설계사의 채널경영 만족

도에 따른 충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기혼설계사보다 민감하게 나타났

다는 것이다. 미혼설계사의 채널경영 만족도의 반응이 민감하다는 의미는 (미

혼·기혼설계사가 동질적이라면) 현재 미혼설계사들이 느끼는 채널경영 관련 만

족도가 기혼설계사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미혼설계사가 느끼는 미흡한 수준의 채널경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한 미혼설계사의 충성도 강화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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