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이 장에서는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목표(충성도 극대화)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즉,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어떠한 마케팅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소비자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22)

우선 국내에서 연구된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류근옥(1997)은 1997년의 자동차보험 가격결정요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가격

결정 변수를 제안하였다. 지홍민(2000, 2009)은 할인할증제도 평가 및 최적할인

할증제도를 제안하였다. 정중영(2006)은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차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재욱·손승호(2009)는 자동차보험 요율요소로서 신용도의 영향

22) 이 장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 연구가 국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로 국내의 자동차보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자동차보험관련 연구는 자동차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자동차
보험 소비자에 관한 연구에는 자동차보험 만족도, 서비스 품질과 재구매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이 중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연구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의 평가 및 요율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
개선 제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방향과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다.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관한 연
구는 이 연구와 매우 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관
한 연구에서는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 연구의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험관련 연구 이외에 타 금융서비스 분야의 
유사연구와 이 연구의 분석목적에 부합한 통계모형에 관한 연구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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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

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요율변수 또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하였던 

많은 제도들 중에서 일부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별 요율차등화, 할인할증제도 개선, 신용도에 따른 요율차등화 등은 아직 우리

나라 자동차보험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자동차보험제도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한 것이다. 이

상의 자동차보험제도 관련 연구 결과는 자동차보험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시

장별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만족도(이인식 

2008), 자동차보험상품의 품질(우승찬 1998; 김정도·전유훈 2003; 김기혁·정

홍주·오기석 2006), 서비스 품질과 재구매(이정우·유한주 2003)에 관한 것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연구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인식

(2008)은 신뢰성, 유형성, 반응성 등이 자동차보험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SERVQUAL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이인식(2008) 이전에 자

동차보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이정우·유한

주(2003)가 SERVPERF 5개항을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과 재계약 관계(충성도)를 

분석하였다. 우승찬(1998)은 Gronroos 3차원 유형을 이용하여 고객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유훈·김정동(2003)은 SERVQUAL의 5개항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을 하였고, 김기혁· 정홍주·오기

석(2006)은 SERVQUAL의 5개 차원의 틀에서 벗어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서

비스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및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강종옥·

조강필(2008)은 충북지역 보험소비자의 자동차보험 재구매의도(충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강종옥·조강필(2008)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서비

스 품질, 고객만족, 보험상품 선호 및 재구매 의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대

상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였다. 강종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51

옥·조강필(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객만족과 상품 별 선호도는 재구매 

의도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만족과 품질의 관계를 보

면, “보험상품 품질”, “보험판매원 서비스 품질”, “보험회사의 일반서비스 품질”, 

“보험회사의 지급서비스 품질”, “보험회사의 부가서비스 품질”이 모두 고객만족

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종옥·조강필(2008)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강종옥·조강필(2008)의 연구는 충북지역의 자

동차보험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고객만족의 세부요인들이 이 연

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요인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고객만족이 충성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인지 여부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총괄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충성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분시장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목적과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강종옥·조

강필(2008)과 이정우·유한주(2003)의 연구이다. 이들 강종옥·조강필(2008), 

이 두 연구는 이 연구내용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 측면에서 시

사점이 있는 연구이므로 강종옥·조강필(2008), 이정우·유한주(2003)의 연구 

결과물을 이 연구에서도 일부 이용하기로 한다. 

보험분야가 아니지만 금융분야의 일종인 은행분야에서는 유사한 연구가 있

다. 즉, Leverin(2006)은 은행고객을 대상으로 이윤이 많은 세분시장과 이윤이 

적은 세분시장으로 구분하고 고객관계 만족도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세분

시장별로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두 시장 모두에서 만족은 

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그 관계가 두 세분시장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Leverin(2006)의 연구는 세분시장의 기준변수로 “이윤”을 선택하였다. 

은행에 많은 이윤을 주는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에 따라 만족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Leverin(2006)의 연구는 이

윤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동질집단23) 구분을 연구자가 임의로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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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동질집단 여부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해당 

연구의 결론은 임의성을 내포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2.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연구 분야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관한 

분야이다.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관한 연구, 특히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보험 상품명 선호가 재구매 의

도(충성도)에 영향을 주고, 자동차보험 상품품질 - 즉, 보험상품 품질, 보험판매

원 서비스 품질, 보험회사의 일반서비스 품질, 보험회사의 지급서비스 품질, 보

험회사의 부가서비스 품질이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전반적 만족도는 충

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다(강종옥·조강필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

이기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특히 이 장의 

목적은 시장세분화와 세분시장별로 마케팅 전략변수에 대한 반응을 통계모형으

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보험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4P(Price, Product, Promotion, Place)를 포함한 여러 만족도 변수가 세분시장별

(또는 동질 집단별)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분

화 방법의 이유로는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반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격을 예로 들면, 어떤 집단에서는 

가격이 자동차보험 계약유지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지만, 서비스나 회사의 명성

을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요인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보이는 집단을 찾아낼 수 있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충

23) “동질집단”이라는 용어는 “마케팅의 시장세분화”와 동일한 용어이다. 동 용어는 기술
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될 예정이므로, 두 용어가 동일한 용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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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이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만족도가 충성

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만족도의 종류를 선행연구와 

달리 마케팅 믹스전략변수와 소비자의 개인특성 변수로 더욱 세 하게 구분하

였다24). 그리고 충성도 변수와 만족도 변수의 인과관계가 시장 전체와 동질집단

으로 세분화한 시장 각각에서도 동일하게 유의한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의 연구가설25)은 아래와 같다.

<표 Ⅲ-1> 가설 1

<가설 1>

가격 만족도, 상품만족도, 채널만족도, 보험회사의 명성 만족도, 보험회사와 관계 만

족도, 보험회사의 안정성 만족도 및 소비자 특성요인은 충성도 형성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표 Ⅲ-2> 가설 2

<가설 2>

가격 만족도, 상품만족도, 채널만족도, 보험회사의 명성 만족도, 보험회사와 관계 만

족도, 보험회사의 안정성 만족도 및 소비자 특성요인은 충성도 형성에 정(+)의 영향

을 주는지 여부는 동질 집단별(세분 시장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변수들, 그리고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우
리나라 자동차보험 연구 분야에서는 제한적이었으므로, 일반 마케팅 분야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케팅 분야에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 “3. 변수의 특성”

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25)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은 선행연구결과 연구자가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을 구체화하
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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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충성도와 독립변수인 충성도에 영

향을 주는 변수, 그리고 세분시장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거나 통제변수로 사용되

는 인구통계 변수로 구성된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선택·개발된 것이다.

선행연구를 볼 때,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만족도와 신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개념은 관계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요인이다. 관계

마케팅에서는 만족도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신뢰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

는 이론이 올바른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충성도

에 영향을 주는 연구로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만족도는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선행연구 및 이 연구목적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 만족도 변수와 개인적 특성 등을 선택하였다. 반면, 관계마케팅에서 규명하

고자 하는 신뢰도 변수를 이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충성도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만족도와 신뢰도가 있으나, 만족도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신뢰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만족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직접 준다는 연구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

고 이 연구가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마케팅 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신뢰도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변수를 명확하게 확인

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개인적 특성변수를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문규(1999)가 서비스 산업에서 개인적 특성변수가 충성도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규명한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가. 충성도

라선아(2005)에 따르면 충성도는 태도적 서비스 충성도와 행동적 서비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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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로 나뉜다. 여기서 태도적 서비스 충성도는 “어떤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

스기업에 대한 감정적 몰입, 경쟁대안에 대한 심리적 저항 및 추천의도”라고 정

의할 수 있다(Chaudhuri and Holbrook 2001; Fournier 1998). 행동적 서비스 충성

도는 “구매에 대한 행동적 몰입”으로 정의하고 ‘재구매’와 ‘상대적 구매빈도’의 두 

가지 요소로 측정하였다.

Czepiel and Gilmore(1987)는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두고 교환 관계를 지속시키

는 특정한 태도”라고 하고 있다. 또한 Gremler와 Brown(1996)는 “서비스 충성도

는 고객이 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복구매 행동을 보이는 수준이며, 그 제공자

에게 긍정적인 태도적 경향을 보유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생겼을 때 

오직 그 서비스 제공자만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

내에서는 이문규(1999)가 서비스 충성도를 “서비스 충성도란 고객이 과거의 경

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여 현재의 서비스 제공자를 다음번에도 이용하

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유재·안정기(2001)는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 태도가 동일 카테고리 내 경쟁적 대안에 비해 반복구

매 비율이 높은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표 Ⅲ-3> 주요 연구에 나타난 서비스 충성도의 개념

연구자 서비스 충성도 개념

Czepiel & Gilmore(1987)
서비스 충성도는 과거경험에 바탕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
와 교환관계를 지속시키는 고객의 특정한 태도

Gremler & Brown(1996)

서비스 충성도는 고객이 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복구매 
행동을 보이는 수준이며, 그 제공자에게 긍정적인 태도적 
경향을 보유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생겼을 때 
오직 이 서비스 제공자만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는 것

이문규(1999)
서비스 충성도는 고객이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에 기초하여 현재의 서비스 제공자를 다음번에도 이용하
고자 하는 의도

이유재·안정기(2001)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 태도가 높고 동일 카테고리 
내 경쟁적 대안에 비해 반복구매 비율이 높은 경우

자료 : 라선아(2005), ｢서비스 충성도 형성의 이중경로 모형 : 내재적 경로와 외재적 경로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를 중심으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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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아(2001)가 제시한 두 가지 충성도 개념 및 선행연구를 실제 충성도를 측

정하는 방법과 연계하여 분류하여 보면, Czepiel and Gilmore(1987), Gremler & 

Brown(1996) 및 이문규(1999)는 소비자의 재구매의도 등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

여 충성도를 정의하고 있고, 이유재·안정기(2001)는 소비자가 실제 얼마나 반

복구매 했는가 하는 실제 구매행동과 연계하여 충성도를 정의하고 있다. 충성도

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충성도 정의를 분류하면, 이문규(1999)는 실제 구

매행동과 관련한 충성도를 행동론적 충성도라고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태도에 

근거한 충성도를 태도론적 충성도라고 하고 있다. 즉, 이문규의 분류에 따르면 

충성도를 행동론적 접근법과 태도론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문규(1999)가 분류 기준 중 행동론적 접근법은 실제 구매행동과 관

련한 접근법이다. 이는 과거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구매여부 또는 구매한 횟수)

에 따라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닌 과거에 대한 것을 측

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에 태도론적 접근법인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의 접

근법은 향후 소비자가 행동하는 방향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행동에 근거하여 정

의한 충성도 개념보다 더 유용한 개념이다. 즉, 태도론적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향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즉, 향후 구매의도 또는 주변 추천의도)

이므로, 소비자의 장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의 실제 행동에 근거

한 것 또는 과거에 대한 경험으로는 소비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

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동론적 접근법인 소비자의 실제행동에 근거한 접근법보

다는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인 태도론적 접근법이 더 유용한 접근법이다(이문규 

1999).

소비자의 미래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태도론적 접근법의 장점 때문에 이 연구

에서도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인 태도론적 입장에서 충성도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설문조사로는 정확한 행동론적 입장의 자

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자료수집의 장애요인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태도론적 입장의 충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

의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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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자동차보험 충성도(종속변수) 조작적 정의 및 척도

소비자 심리측면인 태도론적 접근

조작적 정의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긍정적 행동

출처 Chaudhur and Holbrook(2001)

나. 만족도 및 신뢰도

선행연구들을 보면, 서비스 만족은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신뢰도는 서

비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Morgan과 Hunt(1994)는 폭넓은 마케팅 이론을 고찰하면서 신뢰가 관계적 거

래의 주요 매개변수라는 것을 이론화하였다. 즉, 관계 편익과 가치, 이에 대한 

전반적 평가(예 : 만족도)를 매개로 고객들의 행동(예 : 재구매, 입소문, 상표전

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뢰에 대한 선행변수로 제품에 대한 전반적 만

족도와 충성도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검증되어 

왔다(예 : Chaudhuri & Holboork 2001).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만족은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다수 있

다. Dwyer, Schurr와 Oh(1987)는 관계 거래자의 만족이 장기적인 거래를 가능하

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서비

스 신뢰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김현경·박소연·이문규·이동

진 2004). 친환경 제품에 대한 만족과 같은 전반적 소비경험은 친환경 제품에 대

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Ganesan 1994; Selnes 1998)는 연구

가 있다. Chaudhuri와 Holbrook(2001)는 제품의 신뢰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몰입(Commitment)과 충

성도의 주요 선행변수로 논의되기도 하였다(Chaudhuri & Holbrook 2001; 

Delgado-Ballester & Alelman 2001). Sirdeshmukh, Singh와 Sabol(2002)은 신뢰가 

충성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Morgan과 Hunt(1994)는 신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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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을 더 자주 구매하고, 이러한 행동이 높은 태도적 몰입을 유발한다고 말

하고 있다. Quelch와 Klein(1996), Culnan과 Armstrong(1999), Johnson(1997)은 

신뢰가 구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서

비스 만족이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신뢰가 형성되면 충성도가 올

라간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 만족이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만족이 신뢰의 선행요인이고, 신뢰도가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는 반면 서비스 만족이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서비스 만족, 신뢰도 및 충성도의 관계는 연구자에 따

라 서비스 만족도가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신뢰도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서비스 만족도가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국외 연구 중 Helgesen(2006)의 개인수준에서 

고객만족, 고객 행동 충성도와 고객 수익성 간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행동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erin(2006)은 은행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관계 만족과 충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윤이 많은 세분시

장과 이윤이 적은 세분시장으로 구분하고, 두 시장 모두에서 만족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 보험분야에서는 이정우·유한주(2002)가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를 구조방정

식으로 확인해본 결과 만족도는 충성도(재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는 것을 규명하였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강종옥·조강필(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구조방정식으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자동차보험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만족도는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로는 안철경·권오경(2009)이 있다. 안철경·

권오경(2009)은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보험 분

야 특히 생명보험 분야에서 만족도, 신뢰도 및 충성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안

철경·권오경(2009)에 따라면, 서비스 신뢰 및 서비스 만족 모두 직접적으로 충

성도(재구매의향, 추천의향, 유지의향 및 프리미엄지불의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회술·박성규(2009)도 만족도가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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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규명하고 있다. 우선 전외술·박성규(2009)는 물류서비스를 대상으로 만족

도와 충성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들은 설문조사로 수집한 자료로 서비스 품

질과 만족도,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확인하였다. 전외

술·박성규(2009)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물류 서비스 품질은 두 개의 구성개념 

즉 관계적 물류 서비스 품질과 운영적 물류 서비스 품질로 구분되고, 관계적 물

류 서비스 품질은 운영적 물류 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관계적 및 운영적 서비스 품질은 고객만족에, 고객만족은 고객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외술·박성규(2009) 경우는 서비

스 품질과 만족도의 관계,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물

류서비스 부분에 적용하여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만족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간접적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하는 것

이 아니고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 또는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객관화하는데 더 편리한 개념

인 만족도를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와 같이 각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 서비스 품질 또는 만족도 종류별로 충성도에 영향을 달리 줄 수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 사용되는 구체적 만족도 변수를 강종

옥·조강필(2008)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세분화하였다. 만족도는 자동차보

험 서비스(품질)와 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서비스(품질)는 크게 3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계약체결서비스, 보상서비스 및 계약유지 서비스이다. 

계약체결서비스는 설계사 등 판매채널이 계약자에게 얼마나 계약체결 서비스과

정에 만족을 주느냐 여부이다. 계약유지 서비스는 판매채널 또는 보험회사가 고

객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이며, 보상서비스는 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처리를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세 가지 서비스가 모두 합해져서 계약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계약체결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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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지서비스는 자동차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계약자가 얻는 

서비스인 반면 보상서비스는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에 계약자가 얻는 서비스이

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

더라도, 사고를 경험한 고객은 보상서비스를 받지만 사고를 경험하지 못한 고객

은 보상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 사고유무와 관련된 보상서비스 부분

은 사고가 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접근도 포괄하는 마케팅 전략개념에 부합하

지 않은 서비스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서비스 

부분과 계약유지서비스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들, 이들 요소 중에서 마케팅 믹스

와 관련된 만족도를 충성도의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 어떠한 만족도 변수를 선

택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체결 서비스로는 자동차보험 상품 가

격에 대한 만족도, 자동차보험 상품내용에 대한 만족도, 채널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며, 계약 유지서비스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자부심(보험회사의 명성)과 보험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

만족도 척도는 회사차원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 상품의 회사별 차이는 없다. 동일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

지만 상품명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상품명보다는 회사명으

로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특성을 감안

하여 만족도를 회사차원의 마케팅 전략 요소별 전반적 만족도로 만족도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작

적 정의는 다음 <표 Ⅲ-5>와 같다.

<표 Ⅲ-5> 만족도의 조작적 정의

구성요소 조작적 정의 출처

만족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또는 보험상

품)에 대하여 만족

Oliver and Swan(1989),

Westbrook(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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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특성변수

개인적 성향도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가 있다. 예

를 들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고객의 경우에 기존계약을 유지하는 것

보다 새로운 보험회사(또는 보험상품)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Thompson과 Kaminski(1993)는 서비스 제공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루었다. 이문규(1999)는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성향을 충성도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성향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써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문규(1999)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성향은 이·미용실과 내과병원에 대한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변수로써 관여도는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욕구나 가치관, 관

심 등에 기초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느끼는 관련성’이라고 정의된다(Zaichowsky 

1985). Houston과 Rothchild(1978)에 따르면 관여도는 상황적 관여도(situational 

involvement)와 지속적 관여도(enduring involvement)로 구분될 수 있다. 상황적 

관여도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관여도이며, 지속적 관여도는 서비

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느끼는 관여도이다.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관여도보다는 지속적인 관여도에 더 관심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도 지속적 관여도를 연구범위에 포함

시켰다.

어떠한 상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지 또는 낮은지 여부는 마케팅 믹스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를 들면,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정보탐색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세 하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에 관여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마케팅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여

도는 이처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변수임에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자

동차보험 상품이 관여도가 높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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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문규(1999)가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관여도가 충성도에 영

향을 주는 변수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문규는 관여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여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여부를 이문규(1999)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동

차보험 분야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라. 인구통계변수

본 절에서는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가 될 수 있으면서 프로파일링(profiling)

하는데 사용되는 변수인 인구통계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이 연

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구통계변수의 종류를 결정하였다. 

하영원·임충혁(1998)은 시장세분화에 사용되는 변수, 시장세분화 이후 세

분시장에 대한 평가(시장매력도 및 경쟁력) 및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개괄

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영원·임충혁(1998)의 연구에는 마케팅 시장세

분화와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특정 

산업만을 대상으로 소개한 내용은 없다. 하형원·임충혁(1998)이 제시한 인구통

계학적 변수로는 나이, 성별, 가족 라이프사이클, 소득, 직업/지위, 교육, 지역 등

이다. 

김소영·곽영식(2006)은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음악소

비자를 4개(오프라인 빌보드족, 온라인 다운로드족, 음악 무관심족, 음악 대식가

족)의 시장으로 세분화하였다. 시장세분화는 음악상품 구매행동, 문화상품 구매

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인구통계학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을 선택하였다. 

안광호·임병훈·이영효(2008, 2009)가 제시한 인구통계학적 시장세분화 변

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소득, 직업, 사회계층 등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리고 서정아·이진화·곽영식(2008)은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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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시장세분화와 세분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인구통계학적 시장세

분화 변수로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소득을 사용하였다. 서정아·이진화·곽영

식(2008)은 선행연구에서 홈쇼핑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에 대하여 요약정리하고 있다. 즉, Reynolds(1974)는 나이를, Gillett(1976)는 소

득, 사회계층, 교육, 직업, 성별을, Berkowitz(1979)는 나이, 직업, 성별을, 

Darian(1987)은 나이, 직업, 성별, 거주지를, Joshua(2004)는 나이, 성별, 거주지

를, 이은진(1999)은 나이, 소득, 거주지를, 김영문·손정임·구문회(2002)는 나

이, 소득, 직업을, 김인숙(2003)은 나이, 소득, 교육, 결혼여부를, 최창열(2004)은 

성별을, 유수현(2004)은 나이, 소득, 성별, 결혼여부를 홈쇼핑 관련 인구통계학 

변수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근거로 서정아·이진화·

곽영식(2008)은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구통계학 변수를 결정하였다.

<표 Ⅲ-6> 선행연구의 인구통계변수

연구자 내용

안광호·임병훈·이영효(2009)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소득, 직업, 사회
계층 등

서정아·이진화·곽영식(2008)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소득

하형원·임충혁(1998)
나이, 성별, 가족 라이프사이클, 소득, 직업/지위, 
교육, 지역, 기념일, 인종과 민속적 배경, 기업규모, 
산업(SIC code)

김소영·곽영식(2006)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 변수를 감안하고 수집된 통계의 신뢰성 여

부26)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변수로 연령, 성, 결혼여부, 거주지

역, 직업, 교육수준을 선택하였다.

26) 예를 들면, 소비자의 소득 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가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소득수준과 
같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변수는 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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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자동차보험 시장세분화에 사용되는 인구통계변수

구분 내용

시장세분화 인구통계변수
연령(비율척도), 성(명목척도), 결혼여부(명목척도), 거

주지역(명목척도), 교육수준(명목척도), 직업(명목척도)

4. 분석절차 및 통계모형

가. 분석절차

본 절에서는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태도변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

라 본 절에서는 다음의 3단계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개념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태도변수를 측정

한 설문항목들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으로 나타

난 요인들을 대표하는 설문항목들이 다수이므로, 다수의 설문항목들이 측정하

고자 하는 요인들을 믿을만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즉, 신뢰도(reliability)가 있는

지를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절의 통계분석에 사용되는 주

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설문항목은 태도변수이다. 태도변수를 이용하여 분

석을 하기 위해서는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변수)들이 실제 알고자 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질문항목들의 ‘개념타당

성(content validity)’와 ‘신뢰성(reliability)’을 확인함으로써 측정항목이 연구하고

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는 요인분석 및 신뢰성 테스트 결과 선정된 요인들에 요인의 특성

을 대표하는 변수명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새로 정의된 변수의 요인값(factor 

score)을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

는 충성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 무엇인지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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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LM)과 finite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일반화

가법부분선형모형은 동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고 시

장 전체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finite mixture 

model로 분석한 시장세분화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파일링 분석 및 corre-

sponde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finite mixture model은 수집된 자료를 동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시장을 구분(시장세분화)하고, 구분된 집단별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correspondence anal-

ysis는 변수들 사이의 거리를 통해 변수 사이의 유사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

하는 통계분석방법으로, 마케팅에서는 포지셔닝 분석 등에 많이 사용된다.

나. 통계모형27)28)

앞서 분석절차에서 언급된 것처럼 본 분석의 목적에 맞게 선택된 통계모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GAPLM)이고, 둘째는 finite 

mixture model이다. 첫 번째의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은 총괄적 분석을 하는

데 적용하였다29). 즉, 동질적 집단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자동차보

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데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의 finite mixture model은 사

후적 시장세분화 방법에 적용하는 통계모형이다30). Finite mixture model로 사

27) 본 논문에서는 공개 통계언어인 R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수행하였다.

28) <부록>에서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 및 finite mixture model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하였다.

29)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은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
과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계모형이다. 일반화가법모형이 전
통적 모형과 차이점은 독립변수가 함수로 되어 있고, 종속변수의 분포를 가정하여 
모형을 적합 시킬 수 있어,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보다 자료설명력이 더 뛰어난 것으
로 알려져 있다(Cela, J. 2007). 이러한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의 장점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이 아닌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30) 시장세분화 방법들 중에서 finite mixture model은 사후적 시장세분화 방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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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별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충성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데 동 모형을 사용하였다.

1)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GAPLM)

초기에 개발되고 사용되었던 가법모형(Additive model)은 종속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식 (3.1)과 같은 것이다. 초기

의 가법모형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가정이 정규분포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독립변수도 비모수 함수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분야가 한정될 수밖에 없

었다.

   
 



         (3.1)

이에 반해 일반화가법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은 가법모형을 확장

한 것으로 다음 식 (3.2)과 같이 지수족 분포를 따르는 종속변수의 기댓값이 각 

독립변수들의 비모수적 함수의 결합으로 연결함수(link function) 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독립변수의 비모수적 

요소와 모수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일반화가법모형이 개발되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모델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보험 자료는 독립변수가 연속형인 자료와 범주형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므로 독립변수가 연속형인 경우만 분석이 가능한 기존의 일반화가법모형으로는 

사후적 시장세분화는 여러 방법 중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면서 통계적으로 
시장의 숫자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finite mixture model의 특성 또는 장
점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여러 시장세분화 방법 중에서 finite mixture model을 사용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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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계를 분석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연속형 자료인 경

우 및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법모형을 분석모형으

로 정하였다. 이러한 일반화가법모형을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Generalized 

Additive Partial Linear model, GAPLM)이라고 한다. GAPLM을 수식으로 표현하

면 식 (3.3)과 같다.

       




       (3.3)

여기서, 는 종속변수로 본 논문에서는 현 보험회사 충성도에 해당된다. 

는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범주형 통제 변수)이며, 는 이에 대한 계수 

벡터이다. 는 충성도를 설명하는 연속형 설명변수인 만족변수이다. 범주

형 통제변수는 성,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 변수이고, 연속형 설명변수는 요인분

석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만족도 변수이다. 만족도 변수에는 가격만족도, 상품

만족도, 회사 안정성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2) Finite mixture Regression

Finite mixture model은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유용

한 수단이다. 이 모델은 천문학, 생물학, 경제학, 마케팅 및 약학분야에서 널리 활

용되어 왔다. Everitt와 Hand(1981), Tittering, Smith 및 Markov(1985), McLachlan

과 Basford(1988), Bohning(1999), McLachlan과 Peel(2000), Fruhwirth-Schnatter 

(2006) 등은 finite mixture model이론을 소개, 개선, 제시하였다.

이 모델을 마케팅의 시장세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동질적 특성을 가진 집

단으로 구분하는데 동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를 보면, 자동

차보험 계약자 중에서 특정회사를 수년째 선택하고 있는 계약자를 충성도가 높

은 계약자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특성은 marketing mix 변수인 가격, 촉진, 

상품, 채널을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다른 가격, 촉진, 상품 및 채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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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도가 응답자 그룹별로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동 혼합분포 회귀분석을 적용

하여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이때 나이, 성과 같은 인구통계 변수를 사용하여 

시장세분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3.4)과 같다. 즉, 혼합분포는 K개의 요소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요소는 모수 분포를 따른다. 각 요소

는 특정 관찰값이 해당 요소에서 뽑힐 사전확률인 가중값을 가진다. 따라서 혼

합분포(mixture)는 이들 K개의 요소를 가중 합산한 값으로 설명될 수 있다.

 
 





                   
 




 



   (3.4) 

여기서, 혼합분포는 에 해당되며, K요소의 분포는   이

다. K요소의 사전확률은 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 (3.4)의 finite mixture model, 특히 finite mixture GLM model

을 사용하였는데, 종속변수로 현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도(연속형 자료)로하고 

독립변수로는 만족도, 신뢰도, 명성, 채널 등 행동적 변수와 소비자 특성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성,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5. 설문항목 및 자료수집

가. 척도 및 설문항목31)

연구에 대한 척도는 Churchill(1979)과 Nunally(1978)가 주장한 절차에 따라 개

31) 이 장에서 설명한 변수별 척도의 세부설문항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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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우선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 포함된 주요 개념들(충성도, 

민족도 등 인지적 변수들)에 대한 복수 척도를 만들었다. 측정은 리커드 척도

(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들

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문들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처음 만들어진 척도들은 본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자동

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연구원

들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각 척도의 항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충성도 관련 설문항목은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인 태도론적 변수로 구성하였다. 즉, 태도론적 이론에 바

탕을 둔 충성도 개념(재가입여부, 주위 추천여부 및 긍정적 평가)을 묻는 질문 3

가지를 충성도를 묻는 설문항목으로 하였다. 충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Boulding(1993)이 충성도를 “구전의도”라고 하였으며, Narayandas (1996)는 “우

월한 경쟁대안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였고, Anderson과 Sullivan(1993) 및 Cronin

과 Taylor(1992)는 “재구매의도”, Zeithaml, Berry와 Parauranman(1996)는 “프리

미엄가격 지불의사”라고 하였다. Ganesh, Jaishanker, Arnold 및 Reynolds(2000)

는 충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가입의도”, “주위 추천의도”, “긍정

적 평가”를 활동적(active) 충성도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충성도 척도관련 선행연구 결과 중에서 Ganesh, Jaishanker, Arnold 및 

Reynolds(2000)가 제시한 충성도 척도를 본 분석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Ganesh, 

Jaishanker, Arnold 및 Reynolds가 제시한 척도는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마

케팅 전략목표로 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충성도의 여러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의 목표로 기존 고객이 

자기회사에 재가입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타인에게 

권유하는 등 구전 마케팅 개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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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충성도 척도 및 항목

구  분 척도 및 항목 문항 수

소비자 심리상태인 
태도론적 변수

재가입여부, 주위 추천여부, 긍정적 평가 3

주 : 세부 문항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인구통계변수로는 앞서 변수검토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연령, 성별 결혼여

부 등 6개 항목으로 하였다.

<표 Ⅲ-9> 인구통계 척도 및 항목

구  분 척도 및 항목 문항 수

인구통계변수

연령(비율척도), 성별(명목척도), 결혼여부(명목척도), 

거주지역(명목척도), 직업(명목척도), 교육수준(명목

척도)

각 1개

(총 6개)

주 : 세부 문항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기타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족도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항목은 상품

의 질, 가격만족도, 명성, 채널만족도, 회사와의 관계 등을 묻는 17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은 인지적 변수이므로, 동 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하였는지

(validity) 그리고 각 변수 측정 질문이 믿을만한지(reliability)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3개 이상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상품

의 질에 대한 설문항목은 Cronin, Joseph, Brady, Hult(2000)가 발표한 논문 

“Assessing the Effects of Quality,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on Consumer 

Behavioral Intension in Service Environment”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 부합하게 수

정하여 만들었다. 가격 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Voss, Glenn, Parasuraman, 및 

Grewal(1998)이 발표한 “The Roles of Price, Performance, and Expectations in 

Determining Satisfaction in Service Exchanges”을 참조하였다. 명성은 이문규

(1999)의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판매자에 대한 부분은 Ruekert, Rober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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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ill(1984)이 발표한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lternative Measures of 

Channel Member Satisfaction.”의 설문항목을 참조하였으며, 회사와 관계 및 명

성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자가 만든 것이다.

<표 Ⅲ-10>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만족도 척도 및 항목

구  분 척도 및 항목 문항 수

태도변수
상품의 질 만족도(3), 가격 만족도(3), 

명성(4), 채널만족도(4), 회사와의 관계(3)
17

 

주 : 세부 문항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자의 개인특성 변수는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을 알아보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특성 변수는 이문규(1999)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설정하

였으며,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성향, 개인의 물질에 대한 태도 및 가격에 대한 태

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다양성 추구

성향 및 관여도 설문항목은 이문규(1999)의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물질에 대한 

태도 항목은 Richins, Marsha(1987)의 논문인 “Media, Materialism, and Human 

Happiness”를 참조하였으며, 가격에 대한 태도 항목은 Feick, Lawrence, 

Price(1987)의 논문 “The Market Maven : A Diffuser of Marketplace Information”

을 참고하였다.

<표 Ⅲ-11> 개인특성 척도 및 항목

구  분 척도 및 항목 문항 수

개인특성변수
물질에 대한 태도(5), 가격에 대한 태도(3), 관

여도(3), 다양성 추구성향(4)
15

주 : 세부 문항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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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SIS)을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으로 이

루어졌다. 연령, 지역별 자동차보험 가입분포를 감안한 층화표본추출법이 사용

되었다. 조사된 총 표본 수는 501명이다. 전문조사기관에서 자체 오류제거 시스

템으로 오류가 있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오류가 없는 설문지 501개를 제공하였

으며, 연구자가 각 설문지를 확인해 본 결과 제출된 501개 설문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해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 소요기간은 2010년 8월 말부터 2010

년 10월 5일까지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주로 직접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종류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크게 3구분되어 있는데, 이 연구의 대상은 이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

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 표본의 특성

표본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대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기승도

(2009)가 자동차보험 산업 전체자료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연령 및 성 등 기본적 인적구성 특성

이 자동차보험 산업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32). 이러한 결과는 본 통

계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수집된 통계자료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령, 성, 지역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구성비에 따라 표본추출을 

32) 산업 전체 자료측면에서 가입자 구성비는 기승도(2009)의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
용 최소화 방안｣의 분석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73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성, 연령 등 기본 구성비는 고정한 상태에서 설문조사 답

변자를 임의표본추출(random sampling)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답변자의 인구통

계 특성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으로 추출된 표본의 특성을 볼 때 수집된 자료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2> 표본특성

구  분 응답자 수 구성비

연령

20대 43 8.6

30대 163 32.5

40대 166 33.1

50대 96 19.2

60대 33 6.6

성별
남성 397 79.2

여성 104 20.8

결혼여부
기혼 428 85.4

미혼 73 14.6

직업

화이트칼라 218 43.5

서비스업 133 26.5

블루칼라 108 21.6

주부 36 7.2

학생 2 0.4

군인 1 0.2

무직 3 0.6

학력

고졸 이하 171 34.1

대졸 322 64.3

대학원 이상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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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결과33)

가. 요인분석 결과34)

설문항목, 특히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설문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요인추출법(principal component)이다. 주성분

요인추출법으로 요인을 추출한 이후 요인을 뚜렷이 확인하기 위하여 직각회전

(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한 최종 결과는 <표 Ⅲ-13>과 같다.

33) 인과성 및 내생성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
    <분석결과의 인과성 여부> 

      본 분석에서는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만족도 요인(채널, 안정, 상품, 가격, 명성, 

관계)과 충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이는 만족도 요인들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인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에서 만족도 요인은 충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 즉,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이미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만족도 요인과 충성도의 관계를 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설
명하더라도, 이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자료의 내생성 여부>

      본 분석의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에는 내생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인지적 측면에서 민족도는 충성도의 원인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리적 측면을 보더라도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우연히 연속가
입(행동적 측면 충성도가 높은 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가입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인지적 측면의 충성도가 낮아지고, 만족도가 높을 경우 인지
적 측면의 충성도가 올라가는 등 만족도가 충성도보다 이전단계에 형성되는 인지형
성의 선후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4) 본 분석은 마케팅 만족변수가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여부를 통계모형으로 
확인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절차는 총괄 분석, 시장세분화의 두 단계를 따
른다. 두 번째 단계인 시장세분화는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그
러나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석의 한계로, 실제 시장세분화에 사용하는 변수에 제
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시장세분화 방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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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Q21 0.211 0.180 0.747 0.219 0.134 

Q22 0.135 0.202 0.709 0.202 0.158 0.221 0.135 

Q23 0.198 0.223 0.796 0.218 0.125 0.130 

Q31 0.130 0.146 0.845 

Q32 0.143 0.702 0.157 0.143 

Q33 0.240 0.164 0.275 0.662 

Q41 0.168 0.256 0.186 0.786 

Q42 0.104 0.348 0.141 0.624 0.142 

Q51 0.226 0.648 0.216 0.234 0.304 0.121 

Q52 0.152 0.643 0.142 0.105 0.128 

Q53 0.221 0.662 0.118 0.190 

Q54 0.176 0.701 0.161 0.136 0.141 0.121 

Q61 0.622 0.230 0.141 0.111 0.146 

Q62 0.683 0.167 0.169 0.143 0.163 0.225 

Q63 0.711 0.197 0.128 0.131 0.178 

Q64 0.717 0.180 0.178 0.159 0.160 

Q71 0.408 0.198 0.324 0.244 0.170 0.500 

Q72 0.393 0.220 0.251 0.152 0.460 0.110 

Q73 0.401 0.218 0.215 0.222 0.639 0.145 

Q91 0.385 0.133 0.272 0.423 

Q92 0.237 0.137 0.149 0.155 0.723 

주 : 1) 요인6에서 질문 ‘Q72’의 값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후 분석에서 Q71, Q72, 
Q73의 cronbach's alpha값이 0.7을 초과하는 점, 이후 총괄분석 결과에서 요인6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점, 요인6을 설명하는데 요인 Q72가 3가지 변수 중에 하나의 설명력을 가진 
점(낮은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Q72를 요인6을 설명하는 변수로 결정하였다.

2) Test of the hypothesis that 9 factors are sufficient. The chi square statistic is 180.74 on 84 
degrees of freedom. The p-value is 4.8e-09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리 플랏(scree plot) 방법으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유값 누적비율(또는 요인누적 설명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요인을 결정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요인수를 결정하는 여러 방법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적정 수준의 

요인 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유값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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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고유값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1’ 이상인 경우의 요인을 선택한

다. 고유값 기준에 따라 요인수를 정하면, 분석한 요인 7개 중에서 고유값이 ‘1’ 

이상인 경우는 요인1~요인6이다. 이러한 요인선택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

정된 요인 수는 6개이다. 요인을 선택하는데 판단기준이 되는 고유값과 요인 누

적설명력 자료는 아래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요인별 설명력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SS 적재값 2.935 2.416 2.293 2.161 1.337 1.127 0.918 

요인 설명력 0.140 0.115 0.109 0.103 0.064 0.054 0.044 

요인 누적설명력 0.140 0.255 0.364 0.467 0.531 0.584 0.628 

분석에 사용되는 요인이 결정되면, 해당 요인을 측정한 설문항목이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요인들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리고 요인들을 측정하는 항목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각 요인에 대한 정의 및 cronbach’s alpha 값은 다

음의 <표 Ⅲ-15>과 같다35).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들은 ‘상품’, ‘가격’, ‘명성’, ‘안정’, ‘채널’, ‘관계’로 새

로 정의하였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변수인 ‘물질에 대

한 태도’, ‘가격에 대한 태도’, ‘다양성추구 성향’, ‘관여’ 등의 변수는 요인분석 결

과 의미 있는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이문규 1999)에 따르면 

이들 요인들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충

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개인특성 변수 중에서 ‘물질에 대한 태도’, ‘가격에 대

한 태도’, ‘다양성추구 성향’ 및 ‘관여’ 등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개인특성 변수가 

35) 요인7은 ‘관여’요인인데, 요인7의 cronbach’s alpha 값은 0.6572로 Nunnally(1978)가 제
시한 신뢰할만한 수준(0.7)보다 낮다. 즉, 요인분석에서 요인선택기준과 신뢰도기준
에 따라 ‘관여’ 요인은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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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서 제외된 것은 선행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척도항

목을 만들었음에도 척도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기존 척도가 개인특성을 측정하

기에 부족하여 이들 변수가 설명요인으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서 개인특성 변수의 척도를 다시 개발하여 개인특성 변수가 충

성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개인특

성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더라도 충성도를 높이는 마케

팅 전략을 도출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채택된 요인들이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각 요인을 설

명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한 결과, 각 요인들은 신뢰

할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Nunnally(1978)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으

로 0.7이상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 연구들이 Nunnally(1978)가 제시한 기준에 따

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Nunnally(1978)의 기준을 따랐다.

<표 Ⅲ-15> 요인들의 의미(또는 정의)

설명(명칭) 변수 요인 신뢰도

상품만족도(상품) Q21, Q22, Q23 요인3 0.8872

가격만족도(가격) Q31, Q32, Q33 요인4 0.8268

회사의 명성(명성) Q41, Q42 요인5 0.7780

회사의 안전성(안정) Q51, Q52, Q53, Q54 요인2 0.8274

설계사 만족도(채널) Q61, Q62, Q63, Q64 요인1 0.8470

회사와의 관계(관계) Q71, Q72, Q73 요인6 0.8240

주 : 1) 설명은 앞의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명칭임.
2)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임.

따라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상품, 가격, 명성, 안정, 채널 및 관계 변수는 본 

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되며, 충성도36) 변수는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이 중 충

36) 이 연구에서 충성도를 나타내는 3가지 척도를 합한 값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하기 위
해서는 충성도를 나타내는 3가지 척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충성도를 측정한 3개 척도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충성도를 
나타내는 3개 척도는 1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인이 1개일 때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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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변수의 경우에는 충성도 측정항목들의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 : 

0.8506)와 측정값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3가지 항목의 평균값을 충성도를 나타내

는 값으로 하였다.

나. 총괄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요인들이 충성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총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여러 모형을 도

출하고, 여러 모형들의 분석결과에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관성 및 유의성)에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계약체결방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 ‘회사규모’, ‘연령’, 

‘성’, ‘거주지역’, ‘직업’, ‘학력’, ‘결혼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1은 마

케팅 전략요소 관련 만족도 변수와 충성도의 인과관계를 가장 단순하게 살펴보

는 모형이다. 만족도 변수 중에서 명성은 회사의 규모와 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가장 단순한 모형이지만 회사규모에 따른 명성부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사

규모 변수를 포함시켰다. 모형2는 모형1에 기타 마케팅 수단 변수를 추가한 것

이다. 모형3은 모형2에 조사된 자동차보험소비자의 모든 인구통계변수를 통제

변수로 포함시킨 가장 복잡한 모형이다.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변수들과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

형을 적용해 본 결과, 모형2 및 모형3에서 ‘명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충성도

에 정(+)의 상관관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1에서는 ‘명성’을 

포함한 모든 변수들이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명

적재값은 1.991이며, 누적설명력은 0.664인 것으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으로 발견된 1

개의 요인으로도 충성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 결
과 3가지 척도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의 높은 수준이면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
으므로, 3가지 변수의 값을 합산한 값으로 충성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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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에는 단순모형인 ‘모형1’에서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통제변수를 조금씩 확장한 ‘모형2’ 및 ‘모형3’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명성’ 변수와 

충성도와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IC 및 SBC 관점에서 세 가지 모형 중에서 모형1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모형1, 모형2 및 모형3의 AIC 및 SBC 값의 변화를 보면, 모형1의 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모형인 모형1을 기

준으로 볼 때 채널, 안정 및 상품 변수 등 6가지의 모형에 포함된 모든 만족도 변

수는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변수들이 충성도에 정(+)의 영향

을 준다는 가설1은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가설1에서 개인특성변수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앞서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척도의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

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그쳤으

나, 이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보다 세분화(또는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만족도가 

충성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다. 이처럼 만족도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을 구체적

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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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모형별 적합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값(표준편차) 추정값(표준편차) 추정값(표준편차)

(Intercept) 5.430(0.040) *** 4.762(0.268) *** 4.536(0.314) ***

만족

채널 0.354(0.034) *** 0.293(0.037) *** 0.291(0.037) ***

안정 0.182(0.036) *** 0.185(0.035) *** 0.172(0.035) ***

상품 0.625(0.034) *** 0.580(0.035) *** 0.552(0.035) ***

가격 0.362(0.034) *** 0.340(0.034) *** 0.326(0.034) ***

명성 0.073(0.034) ** 0.032(0.037) 0.033(0.037) 

관계 0.130(0.044) *** 0.139(0.038) *** 0.115(0.038) ***

계약
채결
방법

설계사 0.078(0.024) *** 0.078(0.024) ***

전화 0.005(0.021) 0.020(0.021) 

인터넷 -0.001(0.020) -0.010(0.021) 

의사
결정

자신 0.004(0.035) 0.016(0.035) 

배우자 0.002(0.021) -0.015(0.022) 

친지 0.050(0.020) *** 0.067(0.022) ***

회사
중소형사 -0.213(0.077) ** -0.195(0.074) *** -0.174(0.073) ***

온라인사 0.051(0.097) 0.105(0.094) 0.112(0.093) 

연령

30~39 0.046(0.127) 

40~49 -0.109(0.137) 

50~59 -0.075(0.149) 

60~69 0.037(0.177) 

여성 0.160(0.084) *

거주
지역

광주·전남북 0.190(0.117) 

대구·경북 -0.038(0.108) 

대전·충남북 0.019(0.108) 

부산·경남 -0.160(0.111) 

서울 0.203(0.085) ***

울산 0.273(0.186) 

인천 -0.085(0.129) 

직업

서비스  0.124(0.088) 

주부 등 0.096(0.136) 

화이트칼라  0.177(0.086) **

학력
대졸 -0.019(0.075) 

대학원 0.088(0.241) 

미혼 -0.025(0.104) 

주 : 1)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모델별 적합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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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모형별 적합통계량

구 분 적합 통계량

모델1

No. of observations in the fit : 501 
Degrees of Freedom for the fit : 27.99805
Residual Deg. of Freedom : 473.002  at cycle : 4 

Global Deviance : 957.0988 
           AIC : 1013.095 

           SBC : 1131.152 

모델2

No. of observations in the fit : 501 

Degrees of Freedom for the fit : 51.99614

Residual Deg. of Freedom : 449.0039  at cycle : 3 

Global Deviance : 911.8274 

           AIC : 1015.820 

           SBC : 1235.067 

모델3

No. of observations in the fit : 501 

Degrees of Freedom for the fit : 69.99614

Residual Deg. of Freedom : 431.0039   at cycle : 3 

 

Global Deviance : 875.437 

           AIC : 1015.429 

           SBC : 1310.575 

본 분석의 처음 각주에서 변수 간 인과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족도는 충성도의 선행변수이면서 두 변수 간에 인과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만족도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기간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

도가 형성된 이후에 자신이 가입한 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또는 회사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형성된다. 아무 이유 없이 특정 자동차보험 회사를 선택 또는 특

정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만족 정도가 형성된 이후 충성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 있는 논리로 판단된다. 만족도는 충성도에 선행하

여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는 인과성의 조건

을 만족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만족도 변수와 충성도 변수의 논리적 인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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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마케팅 수단의 만족도는 충성도

에 영향을 주는 변수, 즉 인과성이 있는 선행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보험회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은 ‘소비자에게 마케팅 수단별 만족도(상품, 가격, 채널, 명성, 

관계 등)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취함으로써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시장세분화 분석 결과37)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한 총괄분석을 통해 ‘상품’, ‘가격’, ‘채널’ 등의 

여러 마케팅 수단변수의 만족도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만족도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선

행연구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동질집단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시장세분화 통계모형인 finite mixture model을 사용하

여 동질집단마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동질적 집단마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효율적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질집

단마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회사

의 마케팅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 즉 동질집단별로 부합된 마케팅 전략을 수

립·실시하여야 마케팅 목표(충성도 향상)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에 동질적 집단(세분시장)별로 마케팅 수단변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

37) 이 연구에서 Finite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는 것은 ‘시장세분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세분시장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의 규명’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연구의 시장세분화 결과는 손해보험
회사가 실제 자동차보험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세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는데 필요한 최종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손해보험회사가 자사의 
입장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
결과물을 참조하여 별도의 시장세분화를 실시하고, 분석된 시장세분화 결과를 바탕
으로 자사의 여건에 부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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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굳이 세분시장별 마케팅전략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동질집단별로 마케팅 수단변수가 차이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는 앞서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사용한 총괄분석의 결과와 동질집단으로 구

분한 결과를 비교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총괄적 분석모형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finite mixture model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만족

도 변수가 충성도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동질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적

용한 세 가지 모형들 중에서 모형적합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밝혀진 모형1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총괄분석 결

과와 비교하였다.

1) 시장세분화 분석

Finite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시장을 동질적 집단으로 세분화

할 때,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은 최적 집단 수(최적 시장 수)를 정하는 것이다. 앞

서 Ⅲ. 자동차보험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4. 분석절차 및 통계모형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inite mixture model에서 최적 집단수를 결정하는 판단기

준으로는 AIC, BIC, MAIC, ICOMP 등이 있다. 이들 여러 최적 집단수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Sarstedt(2008)38)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BIC기준에 따

라서 최적 집단수를 결정하기로 한다. 

자동차보험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finite mixture model

을 적용한 이후, 최적 시장 수(동질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량을 계산한 

결과는 <표 Ⅲ-19>와 같다. Sarstedt(2008)의 기준에 따라 BIC가 가장 작은 시장 

수는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8) Sarstedt(2008)는 최적 집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BIC가 다른 통계량보다 더 나은 판
단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부
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84 경영보고서 2011-3

<표 Ⅲ-18> 최적 그룹탐색 통계량(세분시장 수 결정)

반복 
횟수

수렴 시장수 k k0 logLik AIC BIC ICL

2 TRUE 1 1 -480.3 994.6 1,066.3 1,066.3 

61 TRUE 2 2 -401.7 873.4 1,021.0 1,160.2 

33 TRUE 3 3 -343.4 792.8 1,016.3 1,476.9 

158 TRUE 4 4 -301.2 744.4 1,043.7 1,488.7 

200 FALSE 5 5 -247.5 672.9 1,048.2 1,403.7 

BIC기준으로 최적 시장수를 3개로 결정한 이후, 각 세분시장별로 앞서 일반화

가법모형으로 분석한 것과 같은 분석을 finite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앞서 GAPLM으로 분석한 모형 들 중에서 모형1에 해

당하는 조건, 즉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모형1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finite mixture model을 적용한 결과는 <표 Ⅲ-19>와 같다.

Finite mixture model로 분석해 본 결과, 총괄적 분석에서는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채널, 안정, 상품, 가격, 명성, 관계)가 충성도와 정(+)의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finite mixture model에서는 세분시장별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가설2를 채택할 수 있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충

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만족도 변수가 세분된 시장, 또는 동질집단별로 차

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3가지 세분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1’의 규모는 전체 시장의 약 5%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Finite mixture 

model로 시장 세분화한 이후 분석된 3개의 시장 중에서 가장 작은 틈새시장에 

해당된다. ‘시장1’에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채널’과 

‘가격’만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험회사가 시

장1에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널’만족도와 ‘가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2’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시장2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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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장의 약 87%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시장2’의 소비자는 마케팅 수단 변수인 

‘채널’, ‘안정’, ‘상품’, ‘가격’, ‘명성’, ‘관계’가 충성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가 시장2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마케팅 전략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9> 시장세분화와 총괄분석 비교

구 분

총괄분석
시장세분화

시장1 시장2 시장3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Intercept)
5.430

(0.040)

*** 5.016
(0.264) 

*** 5.527
(0.040)

*** 5.169
(0.057)

***

만족

채널
0.354

(0.034)

*** 0.836
(0.242) 

*** 0.189
(0.033) 

*** 0.880
(0.038) 

***

안정
0.182

(0.036)

*** -0.185
(0.211) 

0.256
(0.033) 

*** 0.065
(0.037) 

상품
0.625

(0.034)
*** 0.113

(0.179) 
0.676

(0.037) 

*** 0.703
(0.027) 

***

가격
0.362

(0.034)
*** 0.682

(0.181) 
*** 0.192

(0.037) 

*** 0.421
(0.022) 

***

명성
0.073

(0.034)

** 0.211
(0.223) 

0.147
(0.036)

*** 0.041
(0.037) 

관계
0.130

(0.044)

*** -0.435
(0.328) 

0.196
(0.038) 

*** 0.070
(0.036) 

회사
규모

중소형사
-0.213

(0.077)

** 0.269
(0.556)

-0.193
(0.071) 

*** -0.273
(0.067) 

***

직판사
0.051

(0.097)
-0.124

(0.542) 
0.059

(0.085) 
 0.052

(0.124) 

시장규모
(Market Share)

- 5.0% 87% 8.0%

주 : 1)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총괄분석은 GAPLM으로 분석한 모형들 중 모형1에 해당한 것임.

‘시장3’은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약 8%에 해당하는 틈새시장으로 평가 된

다. 시장3은 ‘채널’, ‘상품’, ‘가격’ 요인이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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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3에 속한 자동차보험 소비자

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채널 만족도, 상품만족도, 가격 만족도

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충성도의 상호관

계 방향(정 또는 음), 통계적 유의성, 영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장1’은 ‘가격과 채널에 민감한 계층’, ‘시장2’는 ‘모든 만족도 변수에 반응하는 

계층’, ‘시장3’은 ‘채널, 상품 및 가격에 반응하는 계층’이다.

이들 3가지 세분시장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1은 충

성도는 낮으면서 사고발생률도 낮은 계층이고, 시장2는 사고발생률이 낮으면서 

충성도는 높은 계층이며, 마지막으로 시장3은 사고발생률은 높고 충성도가 낮

은 계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Ⅲ-20> 세분시장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구 분
값 상대값

사고발생률 충성도 사고발생률 충성도

시장1 0.240 4.600 0.796 0.854 

시장2 0.291 5.533 0.966 1.028 

시장3 0.450 4.258 1.493 0.791 

총합계 0.301 5.385 1.000 1.000 

주 : 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사고발생률 등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보는 개괄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Ⅲ-21>과 같다. 시장1은 충

성도가 낮은 집단이지만, 가격과 채널 만족도를 통해 충성도를 올리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2는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지만 사고위

험도가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상품 및 가격 만족도를 올리는 마케팅 전략을 통

해 충성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2의 경우에는 사고위험도가 높

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예민한 계층이므로, 상품 다양화를 통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성향을 제어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3은 충성도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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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고발생률이 높은 시장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회피하고 싶은 시장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 시장에 부합한 

상품전략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Ⅲ-21> 세분시장의 특성(요약) 

구 분 위험도 충성도
영향요인

상품 가격 채널 안정 명성 관계

시장1 저 저 ○ ○

시장2 저 고 ○ ○ ○ ○ ○ ○

시장3 고 저 ○ ○ ○

2) 세분시장별 특성분석(profiling 및 correspondence analysis39))

Finite mixture model을 이용한 시장세분화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파일링 분석

과 correspondence analysis를 실시하여 시장유형과 인구통계변수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프로파일링 분석과 correspondence analysis를 통하여 세분시장

별로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때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39) Correspondence analysis는 변수들 사이의 거리를 통해 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림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자의 이해편리성 때문에 본 절에서 앞서 profiling 분석에 사용된 변
수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의 correspondence analysis에 사
용된 변수가 profiling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분석결과는 차
이가 없을 수 있지만 독자는 profiling분석에서 보다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참고로 correspondence analysis의 해석 방법은 3가지 시장과 인구특
성의 거리에 따라 특성에 얼마나 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correspondence analysis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x축과 y축은 통계
모형으로 계산된 잠재적 요인을 기준으로 생성된 것이며,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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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시장특성 분석

Finite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시장을 세분한 결과로 프로파일링을 작성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세분시장별 프로파일링(profiling)

구  분 시장1 시장2 시장3 전체시장

구

성

비

⁀프
로

파

일

링‿

연

령

20~29 4.0% 8.5% 10.0% 8.4%

30~39 40.0% 33.0% 25.0% 32.7%

40~49 28.0% 31.7% 52.5% 33.1%

50~59 24.0% 19.5% 12.5% 19.2%

60~69 4.0% 7.3% 0.0% 6.6%

성

별

남성 84.0% 78.4% 85.0% 79.2%

여성 16.0% 21.6% 15.0% 20.8%

거

주

지

역

강원·경기 12.0% 29.1% 15.0% 27.1%

광주·전남북 20.0% 9.2% 2.5% 9.2%

대구·경북 16.0% 11.0% 17.5% 11.8%

대전·충남북 12.0% 10.1% 20.0% 11.0%

부산·경남 24.0% 10.3% 32.5% 12.8%

서울 12.0% 21.1% 5.0% 19.4%

울산 4.0% 2.5% 5.0% 2.8%

인천 0.0% 6.7% 2.5% 6.0%

직

업

블루칼라 24.0% 20.6% 30.0% 21.6%

서비스업 32.0% 26.8% 20.0% 26.5%

주부 등 12.0% 8.5% 5.0% 8.4%

화이트칼라 32.0% 44.0% 45.0% 43.5%

학

력

고졸 이하 32.0% 34.2% 35.0% 34.1%

대졸 68.0% 64.2% 62.5% 64.3%

대학원 0.0% 1.6% 2.5% 1.6%

결
혼

기혼 88.0% 85.1% 87.5% 85.4%

미혼 12.0% 14.9% 12.5% 14.6%

시장규모 5.0% 87% 8.0% 100.0%

‘시장1’의 프로파일링을 보면, 30대와 50대의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계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1은 30대와 50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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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2’는 자동차보험 전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다소 특징적인 점은 연령측면에서는 30대 및 50대, 거주 지역 측

면에서는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 학력 면에서는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3’은 40대,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지

방거주자, 기혼자이면서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나) correspondence analysis에 의한 시장특성 분석

<세분시장-가입자 연령대>

세분시장별 연령그룹 특성을 correspondence analysis로 분석하여 보면, 시장1

은 30대와 50대 연령계층의 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2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계층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3은 40대

의 인구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1> 연령그룹과 세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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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연령그룹과 세분시장

연  령 시장1 시장2 시장3 시장규모

20~29 ◌ 8.4%

30~39 ● ● 32.7%

40~49 ◌ ● 33.1%

50~59 ● ● 19.2%

60~69 △ 6.6%

주 : ●는 해당 구분변수와 시장이 가장 가까운 경우, ◌는 중간 정도로 가까운 경우, △는 다소 
멀리 떨어진 경우를 나타내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의미가 없는 경
우를 나타냄.

연령대별 사고위험도와 충성도를 보면, 사고위험도는 20대와 40대 및 50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충성도는 20대 및 30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4> 연령그룹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연  령
값 상대값

사고발생률 충성도 사고발생률 충성도

20~29 57.1% 5.524 1.896 1.026 

30~39 25.0% 5.455 0.829 1.013 

40~49 30.7% 5.219 1.019 0.969 

50~59 32.3% 5.493 1.071 1.020 

60~69 12.1% 5.374 0.402 0.998 

총합계 30.1% 5.385 1.000 1.000 

주 : 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사고발생률 등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는 개괄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20대의 경우, 급하게 운전하는 저연령의 특성이 반영되어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기타 연령은 저연령층보다 사고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충성도도 20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충성도가 낮은 40대 이

상 연령계층의 경우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면 보험회사(또는 보험상품)

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91

<세분시장 : 가입자 성>

시장별 구성비 차이를 보면 시장1과 시장3은 남성의 특성이 강한 시장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시장2는 모든 성별 특성이 포함된 시장이면서 여성시장

의 특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시장규모를 보면, 남자 시장이 여성 시장에 비하여 월등히 규모가 크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남자 시장을 주력으로 하되,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상품 개발을 통하여 여성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장2의 경우 여성지향적인 상품개발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여성운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시장2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적 접근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다.

<표 Ⅲ-25> 성별 세분시장 구성비

성  별
구성비

시장1 시장2 시장3 합계

남자 84.0% 78.4% 85.0% 79.2%

여자 16.0% 21.6% 15.0% 20.8%

총합계 5.0% 87.0% 8.0% 100.0%

성 차이에 따른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특성을 보면, 사고위험도는 여자가 남자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충성도의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성 고객을 가입시키는 마케팅 전략은 사고위험이 큰 

고객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이라는 측면, 손

해율이라는 측면을 감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위험도에 

부합한 상품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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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 성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성  별
값 상대값

사고발생률 충성도 사고발생률 충성도

남자 28.5% 5.367 0.944 0.997 

여자 36.5% 5.452 1.212 1.013 

총합계 30.1% 5.385 1.000 1.000 

주 : 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사고발생률 등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는 개괄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세분시장-가입자 지역40)>

correspondence 분석을 통해 세분시장별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시장1은 지역

적 특색이 크지 않지만 부산, 경남, 울산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2는 

전 지역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의 특성이 강한 시장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시장3은 부산·경남의 특성이 특히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2> 지역그룹과 세분시장

40) 지역구분을 많이 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서 
자료의 신뢰성, 지역적 인접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지역을 묶는 작업을 하
였다. 그 결과 사고발생률 등에서 실제값과 괴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본 
지역별 분석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하는데 연구
결과가 사용되어야 하며, 향후 지역별 특성은 표본의 수를 확대하여 세 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93

<표 Ⅲ-27> 지역그룹과 세분시장

거주지역 시장1 시장2 시장3 시장규모

강원·경기 ● 27.1%

광주·전남북 ◌ 9.2%

대구·경북 △ ◌ △ 11.8%

대전·충남북 △ ◌ △ 11.0%

부산·경남 △ ● 12.8%

서울 ● 19.4%

울산 △ △ 2.8%

인천 ● 6.0%

주 : ●는 해당 구분변수와 시장이 가장 가까운 경우, ◌는 중간 정도로 가까운 경우, △는 다소 
멀리 떨어진 경우를 나타내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의미가 없는 경
우를 나타냄.

가입자 지역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를 보면, 사고위험도는 부산·경남 및 대

전·충남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도는 서울, 강원·경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경남 및 울산의 충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위험도 측면의 해석은 사고발생률이 자동차보험 실적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Ⅲ-28> 지역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거주지역
값 상대값

사고발생률 충성도 사고발생률 충성도

강원·경기 27.2% 5.630 0.903 1.046 

광주·전남북 23.9% 5.696 0.793 1.058 

대구·경북 30.5% 4.887 1.012 0.908 

대전·충남북 41.8% 5.188 1.387 0.963 

부산·경남 43.8% 4.766 1.452 0.885 

서울 21.6% 5.763 0.718 1.070 

울산 14.3% 5.024 0.474 0.933 

인천 36.7% 5.400 1.217 1.003 

총합계 30.1% 5.385 1.000 1.000 

주 : 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사고발생률 등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는 개괄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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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시장 : 가입자 직업>

Correspondence 분석으로 세분시장별 직업특성을 살펴보면, 시장1에서는 서

비스업 종사자 및 주부의 특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2에서는 서비스업 

및 화이트칼라의 특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시장3은 블루칼라의 특성이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3> 직업그룹과 세분시장 

<표 Ⅲ-29> 직업그룹과 세분시장

직  업 시장1 시장2 시장3 시장규모

블루칼라 △ ● 21.6%

서비스 △ ● 26.5%

주부 등 △ 8.4%

화이트칼라 ● △ 43.5%

주 : ●는 해당 구분변수와 시장이 가장 가까운 경우, ◌는 중간 정도로 가까운 경우, △는 다소 
멀리 떨어진 경우를 나타내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의미가 없는 경
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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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가입자의 직업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를 

살펴보면, 사고발생률은 블루칼라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화이트칼라 및 주부 등의 사고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사고

발생률의 특성은 직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타당성이 있는 결과로 판단

된다. 충성도 측면에서는 블루칼라의 층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업·화이트칼라·주부 등의 충성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충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화이트칼라, 주부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Ⅲ-30> 직업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직  업
값 상대값

사고발생률 충성도 사고발생률 충성도

블루칼라 36.1% 5.142 1.198 0.955 

서비스업 37.6% 5.456 1.247 1.013 

주부 등 26.2% 5.508 0.869 1.023 

화이트칼라 23.4% 5.437 0.776 1.010 

총합계 30.1% 5.385 1.000 1.000 

주 : 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사고발생률 등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는 개괄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세분시장 : 가입자(운전자) 학력>

세분시장의 학력별 특성을 correspondence 분석방법으로 살펴보면, 시장1은 

고졸과 대졸 특성이 미약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2는 시장1

에 비하여 고졸과 대졸의 특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3은 고졸 특성

이 더 강하면서 일부 대졸의 특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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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학력그룹과 세분시장

<표 Ⅲ-31> 학력과 세분시장

학 력 시장1 시장2 시장3 시장규모

고졸 이하 △ ● ◌ 34.1%

대졸 △ ● ◌ 64.3%

대학원 △ △ 1.6%

주 : ●는 해당 구분변수와 시장이 가장 가까운 경우, ◌는 중간 정도로 가까운 경우, △는 다소 
멀리 떨어진 경우를 나타내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의미가 없는 경
우를 나타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학력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를 살펴보면, 사고발생률은 

고졸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성도는 고졸 이하에서는 낮고, 대졸 이상에서는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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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 학력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학 력
값 상대값

사고발생률 충성도 사고발생률 충성도

고졸 이하 35.1% 5.281 1.164 0.981 

대졸 27.6% 5.435 0.917 1.009 

대학원 25.0% 5.583 0.829 1.037 

총합계 30.1% 5.385 1.000 1.000 

주 : 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사고발생률 등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는 개괄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세분시장 : 가입자(운전자)의 결혼여부>

결혼여부별 세분시장 간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입자의 결혼여부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의 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이 사고발생률과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

혼가입자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으로 가입률을 늘릴 경우 손해율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면서 회사를 옮기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혼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은 미혼가입자의 위험도에 부합

한 상품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혼에 부합한 상품개발 방법으로는 여

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혼 또는 여성에 부합한 별도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성별 및 

결혼여부를 요율결정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가장 간

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품개발이 아니므로, 마케팅 측면에서 다양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 가장 추천할 

방법은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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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결혼 여부별 사고발생률과 충성도

결혼 여부
값 상대값

사고발생률 충성도 사고발생률 충성도

기혼 28.3% 5.383 0.938 1.000 

미혼 41.1% 5.393 1.364 1.002 

총합계 30.1% 5.385 1.000 1.000 

주 : 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사고발생률 등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는 개괄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표 Ⅲ-34> 결혼 여부별 세분시장 구성비 

결혼 여부
구성비

시장1 시장2 시장3 합계

기혼 88.0% 85.1% 87.5% 85.4%

미혼 12.0% 14.9% 12.5% 14.6%

총합계 5.0% 87.0% 8.0% 100.0%

다) 마케팅 전략 시사점

프로파일링 분석 및 correspondence 분석을 이용한 세분시장별 인구특성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세분시장별 목표시장을 정하면 <표 Ⅲ-36>과 같다. 

시장1은 30대와 50대이면서, 대구 및 울산 등 경상도 쪽에 거주하는 남성을 목

표로 하는 시장으로 분석된다. 시장2는 거의 전 인구통계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요 목표시장이라는 것이다. 시장3은 40대이면서 부산, 경남

에 거주하는 블루칼라가 포함된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의 규모는 시장2가 가장 크고, 시장1 및 시장3은 매우 작은 시장이므로 특

화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한 손해보험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은 시장2를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고, 시장1과 시장3은 각 시장의 인

구특성을 반영한 상품개발 및 가격차등화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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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세분시장별 목표시장 결정

구  분 시장1 시장2 시장3

연

령

20~29 ●

30~39 ● ●

40~49 ● ●

50~59 ● ●

60~69 ●

성

별

남성 ● ● ●

여성 ●

거

주

지

역

경기·강원 ●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

대전·충남북 ●

부산·경남 ●

서울 ●

울산 ●

인천 ●

직

업

블루칼라  ● 

서비스 ● ●

주부 등 ●

화이트칼라 ● 

학

력

고졸 이하 ● ● ●

대졸 ● ● ●

대학원 ●

결

혼

미혼 - - -

기혼 - - -

시장규모
(Market Share)

5.0% 87% 8.0%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마

케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각 시장별로 목표시장으로 삼아야

하는 인구특성 변수에 차이가 존재하고, 각 시장별로 마케팅 믹스변수(4P)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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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응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손해보험회사들이 현재와 같이 모

든 시장에 대하여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경우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효율성이 낮아진다. 그런데 목표시장별로 효율성이 높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

여 목표시장에 접근할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충성도 향상)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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