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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process quality, result quality and management perform-

ance in Korean insurance industry. For this study the linkage scheme of service quality concept is used on 

PZB model and BSC(Balances Score Card) system. In the linkage model, the 5 service qualitry factors used 

in PZB model are used as the result quality variables, and internal process factor, learning/growth factor in 

BSC are used the process quality variables affecting the result quality variables. And also customer satisfation 

factor and financial performance index are used as the management performance variables. In the ivsurance 

industry, the process quality variables were verified to meaningfully affect the result quality variables, and 

the result service quality variables were verified to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dices. As the result, 

the process quality and the service quality must be emhanc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insurance 

industry.

1. 서  론1)

 오늘날 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인간의 욕구가 무한

해지며 특히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보험산

업의 경쟁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한.EU FTA가 체결됨으로써 이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

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을 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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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7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아울러 이 논문은 홍익대학교 교

수연구년기간(2008년도)중 연구되었음

켜 고객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서비

스품질 제고를 통해 고객만족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

로 보험재계약 및 타인에의 권유 등 고객충성도를 높이

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

실을 맺어 결국은 보험회사의 성과(재무성과 및 비재무

성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주위에서 목격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을 제고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서 6시

그마 등 총체적 품질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정

작은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 자체를 잘 파악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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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를 찾아내어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품질 즉, 유형

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를 탐색하여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비스품

질을 제고시키고 그 결과로서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서 과정품질과 결과품

질의 연계를 통해 그 관계를 규명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최종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발굴하여 이 핵심요소를 과정품질로 보고 

이 과정품질이 좋으면 결국 결과적 서비스품질이 좋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인과요소를 찾아 내고 그 연계

효과를 밝혀 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보험산

업의 유형성 서비스를 제고시키려면 유형성 서비스를 

유발하는 영향인자, 즉 과정요소를 찾아내고 이 과정요

소품질이 결과로서의 유형성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여 이들 품질이 결과적으로 보험산업의 경영

성과인 고객만족과 기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 보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우리 기업의 경영성과측정시스

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 Card; 균

형성과지표)1)에 주목하여 이들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유형자산을 

대표하는 재무성과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

나, 재무성과지표만으로는 미래의 기업상태를 포괄적으

로 표현하기 힘들 뿐 아니라 특히 최근 정보산업, 지식

산업으로 옮아 가는 추세에 있어 이들 산업의 경영특성

인 무형을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주목하게 되고 그리하여 많은 학자

들의 연구(Eccles, 1991; Johnson and Kaplan, 1987 등)

에 이어 Kaplan과 Norton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안한 것

이 바로 BSC이다.

 BSC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재무, 비재무적으로 

균형있게 나타내기 위해 대체로 4개 영역, 즉 재무적 

관점, 고객만족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4개 영역 성과를 활용하는 바, 이 중 재무적 관

점의 성과와 고객관점 성과는 기업경영 결과로서의 성

1) 통상 BSC는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므

로 여기서도 이 표현을 쓰고자 하며 국문역 표현을 괄

호 안에 표기하였다.

과를 나타내지만, 내부프로세스 관점 및 학습/성장 관

점의 성과는 경영결과적 성과라기 보다는 조직내부 관

리요소로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즉, 이들 

조직내부 관리요소는 경영관리의 과정요소로 볼 수 있

고 이들 과정요소의 역량, 즉 품질수준이 결국 보험산

업의 결과서비스품질인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

성, 공감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 결과서비스

품질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관계를 

규명하여 보험산업의 조직내부 과정품질과 결과품질과

의 관계, 그리고 이들 연계품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 연구

 그동안 서비스품질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대체로 품질관리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1920년대부터 

있어 왔으나 이는 모두 제조업에 국한된 것이었고, 서

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

개되었다. Shostack(1977)은 서비스는 무형적 요소가 

지배적이므로 객관적 측정이 힘들고 결국 소비자의 주

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그리

하여 Gronroos(1984)는 서비스품질을 ‘고객의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한 서비스 간의 비교평가결과’라 정의하

고 서비스품질은 고객의 기대, 기술/기능적 특성, 이미

지 같은 제 변수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결국 서

비스품질은 고객지향적 개념에 입각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고객의 기대, 지각, 만족과의 관련 하에서 해석되

는 복합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손일락, 1997).

서비스품질에 대한 측정연구는 1985년 Parasuraman, 

Zeithmal 그리고 Berry(PZB)가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우월성에 관련된 총체적 판단 혹은 태도’라 정의, 이들 

서비스품질의 10가지 구성요소(유형성, 신뢰성, 반응

성, 능력, 예의, 신용성, 안정성, 의사소통, 접근성, 고객

이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88년 SERVQUAL

이라는 서비스품질 측정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Carman(1990)이 PZB가 주장

한 서비스품질 구성요소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

를 제기함으로써 여타 학자들(Brensinger and Lambert, 

1990; Babakus, 1990; Finn ana Lamb, 1991; Cronin 

et al, 1992; Brown et al, 1993; Teas, 1993)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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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어 Parasur 

aman 등이 이들 견해에 동조하거나 개선하는 과정(Par 

asuraman et al, 1991, 1994a)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

하였다.  이들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 Cronin & Taylor

의 SERVPERF(1992), Teas의 EP(evaluated per-

formance perceived quality model; 1993), NQ(nor-

mal quality model; 1994) 모델, Desrbo(1994) 등의 

컨조인트 분석법 등이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대안 은 SERVQUAL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보다

는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

치면서 PZB가 제안한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는 초기

연구의 10개 차원에서 5개 차원으로 축약되었으며 전

체 측정척도는 9개의 역문항을 포함한 총 22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PZB의 SERVQUAL에 의하면 서비스품

질 구성요소는 유형성(tangibility), 신뢰성(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

(empathy)으로 구성되며, 서비스품질은 이들 5개 요인

에 대해 고객이 느끼는 기대와 성과와의 차이를 파악함

으로써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 PZB 서비스품질

모델을 기반으로 그 개념을 활용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외국 혹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품질

경영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은행산업, 호텔산업 등이 비

교적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에 비해 보험산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없다. 이는 아마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

이 호텔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수월치 않다

는 측면과 함께 보험산업 자체의 필요성 또한 상대적으

로 적었음에 기인하지 않나 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서

비스품질연구를 살펴 보면 조해균(1996)이 보험산업에 

있어 질경영의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전희

정(1999)이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 고객의 충성도 효과

를 분석하였다. 이후 이정우, 유한주(2004)가 한국 보

험산업의 서비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생

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구분하여 5개 영역의 

서비스품질요인이 고객만족, 재계약 및 타인추천 등 고

객로얄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 등은 대체로 고객만족과 로얄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나, 확신성, 유형성 등은 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 측정에 있어 

여타 일반연구에서와 같이 PZB의 SERVQUAL모형을 

이용하여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5

개 서비스품질요인을 기본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5개 서비스품질

요인은 조직내부의 구성원 또는 시스템 역량 등 내부성

과요인의 과정품질이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결과로서

의 서비스품질로 보아 기업 내부의 과정품질요소와 구

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2.2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지표)

 상술한 바와 같이 BSC는 전통적인 경영성과측정이 

주로 재무적 측면만 지나치게 고려한다는 한계점을 극

복하고 보다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영성과를 포

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Kaplan과 Norton이 제시한 새

로운 경영성과 측정시스템이다. BSC는 기업의 경영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전략을 가시적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로 전환시키고 특히 각 목표에 대한 결과 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평가하여 종합적인 성과달성 상황

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한다(김형욱, 권혁태, 오형석, 2009).

 BSC는 재무지표에 치중한 기존의 성과측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의 비전과 전략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성과창출동인을 4가지 관점에서 균형있게 측

정하는 새로운 전략성과 측정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

다(Olson and Slater, 2002). 이 BSC의 4가지 균형적 

측정관점은 기존의 재무적 관점적 측정지표들과 함께 

이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운영측정지표인 고객만족, 내

부프로세스, 조직의 학습 및 성장능력 등 비재무적 지

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Lee와 Andrew(2000)는 이러한 

복수의 성과지표들이 효과적으로 구축, 활용될 수 있다

면 전략수행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이 곧 보험산업

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측정요소임이 틀립없다. 그

리하여 이들 요소와 보험산업의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재무성과롤 연결되는 

고리를 찾는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측

면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가 이들 연계성에 관심을 

가져 왔었다. 그러나 보험산업에서의 서비스품질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요소로서 우리는 BSC에서 이미 측정

하고 있는 내부프로세스와 학습/성장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들 관계가 과정-결과품질로서의 연계선상에

서 파악되어 이들이 궁극적으로 고객만족 및 재무성과

를 제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험산업의 내부프로세스와 학습/성장의 

과정요소적 품질이 우수하면 결국 이들이 결과요소적 

서비스품질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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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보험산업의 고

객만족을 제고시켜 재무성과가 향상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연구자의 

논문연구인 호텔산업의 서비스향상 실증연구(김형욱, 

권혁태, 오형석, 2009)에서도 그 의미가 파악되었으며 

그리하여 보험산업에도 적용해 보고자 시도되었던 것

이다. 특히 보험산업에서도 이미 BSC가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상기한 분석과정에 입각하여 보험산업의 과정품질

과 결과품질, 그리고 고객만족과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즉, 기존의 BSC모형에

서 과정품질인 내부프로세스 품질요인과 학습/성장 품

질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존 연구결과인 보험산업의 

결과서비스품질(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과 연결시키며, 아울러 결과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을 

경유하여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과서비스

품질이 직접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

였다.

<그림 1> 연구모형

 

한편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 보험산업의 학습과 성장 품질은 결과서비스 품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보험산업의 내부프로세스 품질은 결과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보험산업의 결과서비스 품질은 고객관점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보험산업의 고객관점성과는 재무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보험산업의 결과서비스 품질은 재무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과정에 있어 우선 BSC로 도

출한 측정항목인 재무성과 요인, 고객관점성과 요인, 내

부프로세스 요인, 학습과 성장 요인은 기존의 선행연구

의 결과(정규엽, 서용진, 이승연, 2006: 김형욱.권혁태.

오형석, 2009))를 본 연구의 대상인 보험산업의 실태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였다. 즉 <표 1>과 같이 15개의 문

항을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

다. 한편 결과서비스품질 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PZB

의 다문항 척도인 SERVQUAL모형의 5개 요인을 보험

산업의 서비스품질을 반영하는 설문문항으로 활용하여 

이들 또한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김형욱.권혁태,오형석, 

2009).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10

개의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초기에는 생

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었으나 생

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자료를 획득하는데 다소의 어려

움이 있어 차기 연구대상으로 남기고 우선 본 연구에서

는 손해보험사를 우선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BSC 평가항목 검증을 위해 각 보험사 종사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비스품질요인평가를 위해서 각 보

험사 고객 2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

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보험

사 종사원용 설문서 200부 중 154부(77%), 고객용 설

문서 200부 중 132부(66%)가 회수되었다. 이들 회수 

설문서 중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서 3부, 2부를 제

외한 설문서 각각 151부, 13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은 잘 교육된 조사요원을 활용

하여 직접설문조사를 행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그

리하여 분석가능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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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항목 선행 연구

재무성과

X1(영업이익)

X2(영업이익 증가율)

X3(매출액)

X4(매출액 증가율) 

이재섭(2005)

박무현 ․박정아

(2004)

김형욱.권혁태.

오형석(2009)

고객관점

성과

X5(고객만족도)

X6(기존고객유지비율)

X7(시장점유율)

박무현 ․박정아

(2004)

Denton&White

(2000)

김형욱.권혁태.

오형석(2009)

내부  

프로세스

X8(전사적 품질관리)

X9(구성원의협력정도)

X10(업무숙지정도)

X11(시설유지관리)

유희경 ․김수정

(2003)

Denton&White

(2000)

김형욱.권혁태,

오형석(2009)

학습 및 

성장

X12(연간교육훈련)

X13(지원부서의 협력)

X14(정보의 적시공급)

X15(내부직원만족)

Denton&White

(2000)

유희경 ․김수정

(2003)

김형욱.권혁태.

오형석(2009)

보험 

서비스품질

X16(보험상품의 구색)

X17(약속 이행도)

X18(전문적 지식)

X19(친절도)

X20(서비스 시간 정확

도)

X21(문제해결 성실도)

Parasuraman,Z

eithamal & 

Berry

(1991)

조해균(1996)

김형욱.권혁태,

오형석(2009) 

<표 1>설문 항목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자료를 근거로 가설검증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2.0과 

AMOS 7.0을 활용하였다.

4. 실증 분석

4.1 표본의 특성

대상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

타났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우선 본 연구에 이용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직각회전 Varimax 분석을 이용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신뢰도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설명력은 69.2%, 

Cronbach's Alpha 값은 0.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모

두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측정도구의 요인구조와 

모형의 타당성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

부프로세스 요인 중 구성원의 협력정도 , 학습/성장 요

인 중 지원부서의 협력, 결과서비스품질 요인 중 서비

스 시간 정확성이  제거되었다. 그리하여 모형의 적합

도 평가를 위한 지표와 관련하여 X, GFI, IFI 등 전반적

인 지표들이 적합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량인 표준화경로계수

가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유의적인 t값을 가지고 

있어 구성개념 간 수렴타당성과 단일차원성이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요인 구성항목들이 해당

요인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개념신뢰도와 평균분

산추출값도 모두 허용치인 0.6, 0.4를 상회하고 있어 

이 또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분류 항목 빈도수 구성비율

종업원 대상(154)

근무부서
관리직 88 73%

현장 근무 66 27%

직책

보험설계사 64 36%

주임 및 대리 48 35%

과장 이상 42 29%

고객 대상(132)

성별
남 58 60%

여 74 40%

연령

20대 20 13%

30대 32 28%

40대 58 36%

50대 이상 22 23%

<표 2>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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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항목 요인 적재치 공통성 분산비율 아이겐 값 변수제거시α값 α값

재무성과

X1

X2

X3

X4

0.644

0.756

0.702

0.576

0.602

0.656

0.637

0.543

11.47 1.504

0.584

0.569

0.644

0.711

0.792

고객관점성과

X5

X6

X7

0.746

0.711

0.712

0.698

0.655

0.648

9.07 1.476

0.698

0.713

0.675

0.752

내부프로세스

X8

X9

X10

X11

0.713

0.722

0.748

0.675

0.692

0.709

0.716

0.636

24.86 3.192

0.743

0.695

0.675

0.711

0.879

학습 및 성장

X12

X13

X14

X15

0.683

0.754

0.771

0.723

0.594

0.715

0.723

0.689

9.80 1.345

0.674

0.732

0.722

0.701

0.764

보험서비스품질

X16

X17

X18

X19

X20

X21

0.703

0.823

0.740

0.640

0.799

0.668

0.673

0.772

0.675

0.594

0.743

0.624

13.76 3.438

0.682

0.801

0.711

0.612

0.772

0.652

0.892

<표 3>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

구성개념 및 측정항목 표준요인부하량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값

재무성과

X1

X2

X3

X4

0.801

0.793

0.723

0.779

0.782 0.542

고객관점성과

X5

X6

X7

0.752

0.678

0.704

0.713 0.519

내부프로세스

X8

X10

X11

0.823

0.796

0.754

0.799 0.681

학습 및 성장

X12

X14

X15

0.730

0.624

0.668

0.681 0.538

보험서비스품질

X16

X17

X18

X19

X21

0.758

0.760

0.724

0.718

0.689

0.726 0.518

적합도
X²: 2.454, p: 0.191, RMR: 0.036, GFI: 0.933, CFI: 0.902

NFI: 0.911,  NNFI: 0.901, IFI: 0.904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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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결과

원인 결과

학습 및 성장 보험서비스품질 0.611 4.093 0.000 채택

내부프로세스 보험서비스품질 0.602 3.837 0.001 채택

보험서비스품질 고객관점성과 0.689 4.232 0.000 채택

고객관점성과 재무성과 0.722 5.678 0.000 채택

보험서비스품질 재무성과 0.132 0.833 0.188 기각

적합도
X²: 2.454, p: 0.191, RMR: 0.036, GFI: 0.933, CFI: 0.902

NFI: 0.911,  NNFI: 0.901, IFI: 0.904 

<표 5> 구조방정식 분석 모형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4.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AMOS 7.0을 이용한 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5>의 

결과를 얻었다. 

먼저 학습 및 성장 요소가 보험서비스품질에 유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조직의 

학습과 성장과정이 좋을수록 보험서비스품질이 좋아진

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의 특징에 맞는 조직학습과 

성장 요인을 발굴하여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과 성장 요인 중 보험산업의 경우에

는 내부직원만족 및 정보의 적시공급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각 보험업체의 특성에 맞는 직

원만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적시 정보공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두 번째 가설인 내부프로세스와 보험서비스품

질과의 관계 또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프로

세스란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비지니스프로세스가 우수할 경우 서비스품질 

또한 좋을 것이라는 일반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손해보험사의 특성에 적합

한 비즈니스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교화함으로

써 보험서비스품질 또한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특히 내부 프로세스 중 전사적 품질관리활동과 업무숙

지정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부분의 특화노

력을 더욱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세 번째 가설인 보험서비스품질 요인과 고객

관점성과 요인과의 관계 또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많은 서비스품질 연구에서도 이는 대체로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손해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이 또한 그

대로 검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객만족경영이야말로 

서비스산업 본연의 목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보험산업에서의 고객만

족경영 차별화 노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는 만큼 이 

부분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

울러 보험서비스품질 요인 및 고객관점성과와의 세부

연관분석을 통해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4번째 가설인 고객관점성과 요인과 재무성

과와의 관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대체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고객만족경영의 성과가 재무성과

로 이어질 때 진정한 고객만족경영활동이 이루어진다

고 생각하는 통상의 개념과 다르지 않으나 문제는 고객

만족경영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는 보다 차별화

된 고객만족전략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으면 좋

을 것이다. 

이어 5번째 가설인 보험서비스품질 요인과 재무성과

와의 관계는 그다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서비스품질이 재무성과로 바로 연결되기 보

다는 고객만족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반영되는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키

면 고객만족을 통해 재무성과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보험

산업의 고객만족경영에는 서비스품질의 제고라는 변수

가 작동되므로 이들 관계를 잘 규명하여 고객만족을 더

욱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 제고노력을 기울임으

로써 이 과제는 달성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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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서비스품질경영과 고객만족경영과의 연계가 필요

한데 고객만족경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체의 

경우 오히려 품질경영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오늘날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한.미, 

한.EU등 FTA 체결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때 보다도 더욱 절실한 시점에 있어 서비

스품질제고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호텔, 은행, 병원, 보험 등 각종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 원천을 찾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더

불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각광

을 받고 있는 종합적 경영성과지표인 BSC가 더욱 

활용범위를 넓혀 감으로써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은 

믈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를 활용하여 

총체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경영/행정성과를 제고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비스품질제고의 노력과 BSC를 

통한 경영성과제고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서비

스품질의 영역을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 중 과정품질의 요소를 BSC의 중요영역

인 내부프로세스 관점과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살펴 

보고 이들 과정요소의 품질이 고유의 결과서비스품

질인 PZB의 5대 요소(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

성, 공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며, 아울러 이들 

결과서비스품질이 기업의 경영성과인 고객관점성과

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서비스품질-BSC 연계모형을 중심으로 가설검

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손해보험산업에 적용되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10개의 손

해보험사의 구성원과 고객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프로세스 요인과 보험서비스품질 요인, 

그리고 학습/성장 요인과 보험서비스품질 요인은 유

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보험서

비스품질 요인과 고객관점성과, 고객만족성과와 재

무성과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만 보험서비스품질 요인과 재무성과는 직접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서비스품질이 고객

만족을 통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내부 비즈니

스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조직의 학습과 성장을 통

한 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상

품 및 인적자원의 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이

로써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명제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서비스역량, 그리고 핵심 

및 지원프로세스의 우수성이 고객만족에 연결되는 

효과가 더욱 크며 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결

국 재무성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변화가 심하고 경쟁환경이 치열한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경영노력 

및 평가/보상체계가 더욱 요구되며 그런 관점에서도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품질제고를 통한 고객만족과 

BSC 평가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아직 보험산업의 선진화가 

늦어 서비스품질요인과 BSC를 연계시켜 자료를 구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한

계가 있었고, 그리하여 서비스품질 5개 요인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는데 애로가 있었음을 표기해 둔다. 아

울러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할 수 있는 정교한 

차원의 변수 분석 및 자료 분석이 어려웠던 점 또한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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