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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화되고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소

비자는 보험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상품에 대한 방대하고 전문적

인 정보를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부에

서는 정보공시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보제공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나 현행 보험상품 정보공시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는 보험상품의 정보제공 정책이 주로 규제적 측면에서 정보제공

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 왔

으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는 정책의 대상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보험소비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으며, 보험 분야의 

연구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소비자 만족 등 의

사결정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충분히 규명하

지 못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적합하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천

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상품은 일반 재화와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인 소

비자 의사결정과정과 다를 수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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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조건들과 실제 의사결정과정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맥락적 접근이 유용하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경

험하는 현상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맥락적으로 살펴보고 구매의사결정과

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여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

정과정에 관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서 경험하는 현상의 맥락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 안

에서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

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보험소

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적 연

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병용한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최근 3년 이내에 질병보장중점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의사결정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처

한 개인적 및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및 감정적 현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보험소비

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형을 토대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질병보장중

점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의사결정자 1,079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의사결정 전략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의사

결정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보험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적 조건 하에서 직면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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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인

해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

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 등 

각 소비자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이 완화되거나 가중되

는 양상을 보였으며,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채택하

는 적응전략도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경험은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었고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구매 후 만족·불만족, 구매 후 행동,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의

사결정 전략을 수정하여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상황의존적 의사결정이론이 적합하며,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맥락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보험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하

는 전략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하는 채널

활용 전략과 의사결정의 연기·중단과 노력절감 의사결정 등 인지적 부담

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채택하는 전략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욕구와 인지

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욕구를 어떻게 절충했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하며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행동론적 의사결

정이론 중 비용편익적 접근법을 적용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셋째, 보험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주

된 현상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주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전략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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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나 그 효과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보험소비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각 활용가능한 의사결정 전

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수행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

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구매의사결

정과정의 어려움은 보험 정보제공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특정 채널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부

족하고 보험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채널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보험상품의 특수성이나 보험 유

통환경 및 정보제공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의해 가중되거나 완화

될 수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인식하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의 수준을 

낮춰주고 보험 유통 및 정보제공 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조성해줌으

로써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시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보험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 시 활용하는 전략에 따라 완화되

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

가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결정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효과는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

에서 경험의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전략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의 질이 의사결정과정과 결과

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전략

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험소비자가 직면

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째,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은 구매의사결정에서 주로 활용하

는 전략에 따라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하이브

리드형, 멀티채널 활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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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소비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유

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덟째,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의 중재적 요인은 보험 구

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거나 가중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험소비자들의 전략 선택 및 의사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는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를 높임으로써 효율적

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가용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의사결정 전략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홉째,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의

사결정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가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보험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었으며 이

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의 중재적 요인은 각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범주 및 개념의 내용이 일반

적인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리인과

의 관계 정립이나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이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등의 결과는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상황에 적용하

여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탐색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함께 

사용하여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셋째, 실제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활용하는 전략을 기준

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함으로써 정책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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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 및 실무적 측면과 후속연구의 측면으

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정책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유형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을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용, 형식, 절차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시각에 맞추어 설

명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보험소비자가 인지하는 무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정보제공정책을 마

련해야 한다. 넷째, 보험상품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복

잡성의 수준을 낮추고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리인들이 보험비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소비

자의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험소비자에게 

필요한 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소비자 유형은 왜 의사결정을 회피하며 이러한 

유형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보험소비자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전략을 활용하며, 그로 

인해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는지 등 어려움과 전략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넷째, 보험이해력과 교육경험 등 보험소비자의 지식 및 경험관

련 요인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보험소비자,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유형, 보험 구매의사결정,

보험구매행동, 근거이론, 맥락적 접근

학  번 : 201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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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금융시장에서 상품의 융합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상품은 구조가 더

욱 복잡해졌으며 상품의 종류도 다양화 되었다. 또한, 금융겸업화 및 기

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판매채널의 등장은 보험상품의 유통구조를 더

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의 기

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 다양한 상품에 대한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시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보제공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상품 정보공시제도는 일반소비자가 충

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소비자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

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지범하 외, 2012). 이는 보험상품의 

정보제공 정책이 주로 규제적 측면에서 정보제공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

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소

비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보험소비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

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으며, 소비자의 의사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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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험 분야의 연구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소비자 만족 등 의사결정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점

에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

존의 연구들은 실제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적합하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의사결정과정의 본질을 소비자의 목소리를 통

해 파악하는 소비자 관점의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소비자학적 관점

에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나종연·구혜경·김효

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2012)가 수행되었으나,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특

성을 반영하여 보험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

다.

보험상품은 일반 재화와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인 소

비자 의사결정과정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첫째, 보험상품은 물리적 실체

가 없어 보험소비자는 정보에 의해서만 보험상품의 속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며,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소비자가 탐색해야 할 정보의 내

용이 전문적이고 과도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가 상품정보를 탐색하고 평

가하는 과정은 다른 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다를 

수 있다. 둘째, 보험은 장기성을 가지는 상품으로 거래의 결과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약이행의 여부가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지범하

이경주 최현자, 2012).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보험상품이라도 판매

원과 소비자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확

실성과 구매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여운승, 2005; 이봉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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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조건들과 실

제 의사결정과정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맥락적 접근이 유용하다. 보험상

품은 반복구매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대

안들에 대한 친숙도가 낮고 선호체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은 작은 상황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Einhorn & Hogarth, 1981; Payne, 1992) 보험소비자의 의사

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소비자와 과업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영원, 2000). 따라서, 의사결정 상황에서 소비자의 

심리적인 측면과 의사결정의 맥락과 같은 과업구조가 보험소비자의 의사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보험소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적응하여 의사결정 전략을 채택하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맥

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맥락적으로 살펴보고 보험 구매의사

결정과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여 보험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의 맥락에 대

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

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보험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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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개인적 및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

서 경험하는 인지적 및 감정적 현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제안한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을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보고, 의사결정 전략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로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실

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 및 의사결정유형을 

제안함으로써 보험소비자 행동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학문적 측면, 정책적 

측면 및 실무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

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

론적 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 친화적

인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의사결정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불완전 구매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

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유형별로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채

택함으로써 판매 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연구문제 및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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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전략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되며, 의사결정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은 보험소비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의

사결정과정의 주된 경험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경험의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근거이론을 적

용하여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구매의사결정과정 경험이 유사한 

소비자집단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가 활용하는 의사결정 전략을 기준으

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구매의사결정과

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양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통합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대표성과 일반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현상의 변화나 변화의 심층적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사회현실을 행위자에게 이미 주어진 외부 

환경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와 상황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맥락과 역사에 대해 보다 깊숙한 내면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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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Bryman, 2007).

통합 연구방법은 하나의 현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동시

에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맥락과 문제에 얽혀있는 복잡성과 다양

성, 차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측면에서(Bryman,

2007; Johnson, Onwuegbuzie & Turner, 2007; 강민아·손주연·김희정,

2007) 두 가지 연구방법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질적 자료 수집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

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도출한 후, 질적 연구결과를 양적 연구를 설계하는 데 활용하여 질적 연

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정교화하기 위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심

층면접을 실시하여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그 결과를 토

대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

형을 도출하고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별 소비자 특성 및 의사결정과

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연구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및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

정과정 모형을 제안한 질적 연구의 절차와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4장에서

는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보험소비자 의사결정유

형을 도출한 양적 연구의 절차와 결과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

의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의 고찰

제 1 절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본 절에서는 기존 소비자의사결정모델의 한계와 행동론적 의사결정이

론에 대해 알아보고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과 맥락적 접근의 통합적 접

근법으로서의 근거이론적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기존 소비자 의사결정모델의 한계

소비자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한 기존의 모델은 소비자의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설명하였으며, 소비자의사결정을 분리된 행동이 아

닌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소비자의사결정과정

을 단계로 구분하였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제품의 종류, 소비자의 특

성, 제품의 구매상황에 따라 다양하다(임종원·김재일·홍성태·이유재,

2007).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는 대체로 합의하지만, 세부적으로 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5단계

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여,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

매 후 행동으로 구분한 Blackwell, Miniard & Engel(2006)의 고관여 모

델,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제품선택, 결과로 나눈 Michael,

Stephen, Susan & Rebekah(2006)의 견해, 미충족 욕구의 인식, 대안의 

확인, 대안의 평가, 구매결정, 구매 후 행동으로 구분한 Stanton, Etzel &

Walker(1994)의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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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매, 구매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Davis &

Dunn, 2002; Wilkie, 1994).

기존의 소비자의사결정 모델은 소비자행동을 하나의 문제해결 과정으

로 보고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인지적 및 행동적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

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모델들은 

정보가 반드시 무료이고 이용하기 쉽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을 정보-태도-구매의 인과적 관계로 보고 있어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

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의사결정 상황에서 소비자의 관

여도와 능력 혹은 자신감 등 소비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Morgan

& Hunt, 1994). 또한, 기존의 소비자의사결정 모델은 일회적인 구매에 

초점을 두고 있어(Mckechnie, 1992)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호작용들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들은 일반 상품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설

명하는 데 적합하며, 서비스의 속성과 보험 자체의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

존의 소비자 의사결정과정모델이 일반 재화와 구분되는 보험상품의 특수

성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맥락과 같은 과업구조가 의사결정의 과

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반복적으

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구매경험이 별로 없어 소비자들은 대안들

에 대해 친숙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지능력 때문에 가능한 상

황에서의 대안에 대한 선호를 모두 고려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보험소비

자들은 대안들에 대해 명확한 선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소비

자들이 선호를 구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판단과 선택은 작은 

상황적인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Einhorn &

Hogarth, 1981; Payne, 1982)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소비자와 과업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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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즉,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

가 주어진 상황적 요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며, 이러한 적응전략이 

의사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러므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의사결정의 상황을 반영하고 소비자와 상황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해야 한다.

2.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

(1)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특성

전통적 의사결정이론들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인

간의 의사결정을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대상의 특징이나 속성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비

자는 항상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소비자의 실제 의사결정은 소

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전통적 의사결정이론으

로 실제 의사결정 상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

혀지면서(Abelson & Levi, 1985;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77)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behavioral decision theory)이 주목을 받게 되었

다.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서는 적당히 만족할만한 대안이 있을 경우 최

적 선택이 아닐지라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인간의 합리성 가

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Simon, 1955). 이러한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은 

기존의 전통적 의사결정이론과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먼저, 전통적 의

사결정이론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인(normative)

성격이 강한 반면,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

는가를 묘사하는 기술적인(descriptive) 성격이 강하다(이진용, 1994). 또

한, 의사결정과정과 결과가 선택안의 내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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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업이나 주변 상황 등 의사결정의 상황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Beach & Mitchell, 1978; Einhorn & Hogarth, 1981)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사결정이론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관점은 구성적 의사결정(constructive consumer decision

making)을 지지하는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 Bettman & Zins(1977)은 

정보처리 용량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 확장된 선호

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의사결정의 순간에 기억 속의 요인들과 함께 다

른 단서들을 이용하여 선호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은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ettman, Luce & Payne(1998)은 소

비자들이 제한된 정보처리 용량 때문에 잘 정의되어 있는 선호를 가지지 

못하고 다양한 과제 요구에 따라 다른 전략들을 이용하여 선호를 구성해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표, 과

업의 특성, 맥락 요인 등이 구성적 처리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소비자의 구성적 의사결정을 설명하였다. 과업의 특성에는 

대안의 수, 시간 압박, 정보 접근성, 정보제시 유형, 반응 양식 등이 포함

되며, 맥락 요인으로는 우세한 대안의 존재와 대안들의 전체적인 매력도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접근방법은 의사결정의 과정이 일어나

는 이유 혹은 연구방식에 따라 크게 지각적 접근(perceptual approach)

과 비용편익적 접근(cost benefit approach)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ayne, 1982.; 하영원, 2000). 지각적 접근법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의사

결정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지적인 노력에 따라 의사결정의 방식이 

결정되기 보다는 본인이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의 지

각에 의해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대적인 크기 보다는 자극을 감지하는 데 적합한 

지각체계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의 결과는 준거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이득이나 손실로 지각되며, 프레이밍 효과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

라질 수 있고 의사결정자들은 이러한 효과를 의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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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eman & Tversky, 1979; Tversky & Kahneman,1986)는 것이다.

반면에, 비용편익적 접근법은 의사결정자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욕구와 의사결정에 투입되는 인지적인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욕구를 어떻

게 절충했는지에 따라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 전략이 달라진다고 본다

(Payne, Bettman, & Johnson, 1993). 이러한 인지적 노력과 의사결정 정

확성의 상쇄(effort-accuracy trade-off) 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자가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해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노력을 투입하는 데 비해, 중요

도가 낮은 의사결정에는 노력을 덜 기울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후속연구에 의해 더 정교화 되었다. Bettman et al.(1998)의 연

구에서는 의사결정의 정확성 극대화와 인지적 노력의 극소화 이외에 의

사결정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의 극소화와 의사결정 정당화의 용

이성 극대화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의 메타목표(meta goal)의 범위를 

확장하여 소비자 의사결정행동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

비자들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정확성 및 의사결정 정당화의 용이성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반되는 인지적 노력 및 부정적 감정은 최

소화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어떻게 절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

이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두 가지 접근법은 

의사결정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각 

접근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즉, 비용편익적 

접근법은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및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는 관점이

므로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지각적 

접근법은 인간의 지각체계에 따른 일반적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

로 전체 소비자의 공통적인 의사결정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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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

실제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축적되

면서 심리학적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

자 의사결정을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시도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규범적 모델에 위배되는 경

험적 증거들을 발견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행동

을 하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어떠한 기

제에 의해 작동되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Kahneman & Tversky, 1979; Shafir, Simonson & Tversky, 1993;

Tversky, 1972). 특히, 각 소비자가 서로 다른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어떤 의사결정 전략을 채택하는가의 문제는 소비자학자들에 의

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Bettman, Johnson & Payne(1991)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처한 특수한 

의사결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의사결정 전략을 수정하여 상황에 적응

한다는 상황의존적 의사결정(contingent decision making) 모델을 제시하

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의 의사결정 전략은 의사결정자관련 요

인, 의사결정 문제관련 요인, 사회적 정황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의사결정자관련 요인에는 사전 지식과 정보처리능력이 포함된다. 계산

능력이 낮은 소비자는 계산능력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계량적인 추론보

다 정성적인 추론을 사용하는 의사결정휴리스틱을 더 자주 사용하며

(Bettman, Johnson, & Payne, 1991), 대안 중 특정 속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가용한 정보로 그 속성을 평가하여 잘못된 

평가결과에 이르는 경향이 있다(Huber & MCcann, 1982; Johnson &

Levin, 1985). 이러한 결과는 경험과 소비자 지식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소비자의 지식은 정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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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지식이 많은 소비자는 보다 상위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Rao & Sieben, 1992), 소비자 지식은 주로 

한 제품군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발전되므로 실제 구매경험이 없으면 지식

이 낮아(김한나·이은영, 2008)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된 요인에는 대안의 수, 시간압박, 과업의 

유형, 정보의 제시형태 등의 과업변수와 대안의 유사성, 다른 대안의 질

과 같은 상황변수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안의 수가 적은 간단한 의사

결정의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완적 의사결정규칙을 사용하고,

대안의 수가 많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비보완적 의사결정방식

을 사용한다(Payne, 1976). 또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는 과업을 

단순화시키거나(Wright, 1974) 신속화 하거나(Payne, Bettman, &

Johnson, 1988) 중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Miller, 1960).

사회적 정황도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는 정당화

하기 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Simonsom, 1989)는 것이 그 예

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의사결정의 맥락속에서 파악하여 금융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면서 금융소비자 연구 영역에도 이러한 연구의 흐름이 확산

되는 추세이다. 김영두(2011)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동학적 현상들을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조망하고 목표설정,

포트폴리오의 질, 선택 대안의 조직화, 자기통제와 선택 대안의 개인화,

정보제공 및 금융교육 차원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Beckett, Hewer & Howcroft(2000)은 경제학, 소비자행동, 심리학 분야

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기존 소비자행동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

여 금융소비자행동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그는 상품의 복잡성과 상품

의 결과에 대한 확실성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의 수준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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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자신감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금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관

여도의 수준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행동에서 소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

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 유형이 결정된다

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소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태

도적 요인으로 관여도와 자신감을 상정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소비자 행동유형을 제시하였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금융소비자행동 매트릭스

먼저 관여도는 낮고 자신감이 높은 반복적-수동적 유형은 상품 및 서

비스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 적

극적으로 대안을 찾지 않고 반복적인 상호작용만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비자 행동에 의해 형성된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며, 행동을 변화

시키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경우로 행동적 충성도로 

설명될 수 있다. 자신감과 관여도의 수준이 모두 높은 합리적-적극적인 

유형은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는 소비자로 의사결정의 결과

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가용한 정보에 근거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의사결

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비자로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자신이 

구매과정의 통제권을 가진다. 다음으로 관계적-의존적인 유형은 상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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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관여도는 높으나 상품 및 서비스의 복잡성과 결

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소비

자이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친구, 가족, 금융 조언

자 등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과 관여도의 수준이 모두 낮은 비구매 유형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

여도가 낮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로, 더 많은 수익

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예금으로 돈을 모으는 경우

에 이러한 유형에 포함된다.

소비자행동 매트릭스는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상

호작용 및 관계형성 등 의사결정과정의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Howcroft, Hewer & Hamilton(2003)은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이 금융

서비스 영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와 양적 연구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그들은 먼저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

출하였다. 이후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상품 유형에 따라 속성

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금융상품의 속성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이 의사결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금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매채널 선택, 조언자

의 활용, 정보원천 등의 소비자의 획득전략, 소비자 지식 및 이해력, 소

비자 불확실성/자신감, 소비자의 신중함, 대면 접촉에 대한 소비자의 욕

구, 소비자의 전환성향 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렇게 도출된 6가지 영

향요인을 바탕으로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금융상품을 은행 당좌예금, 보험 상품, 신용 상품,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각 상품의 유형 및 속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

사결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금융 상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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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식 수준, 이해력, 자신감의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금융상품의 속성에 따라 선택의 신중성 및 대인적 대면채널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 인해 상품의 속성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채널 선택, 조언자 및 정보원

천의 사용, 서비스제공자와 소비자가 관계를 맺은 기간, 전환하려는 성향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 상품 유형에 따

라 속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결국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결정행동이 달라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

의 자기주도적 탐색 경향이 나타나며,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설계사를 

이용하거나 정보탐색을 적게 하는 등 수동적 탐색 경향이 나타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탐색 양상이 달라진다는 나종연 

외(201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Black, Lockett, Ennew, Winklhofer & McKechnie(2002)은 금융서비스 

구매 시 채널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소비자관련 요인, 상품관련 요인, 채

널관련 요인, 보험회사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금융서비스 채널

선택 모델을 제안하였다. 소비자관련 요인에는 상품군에 대한 관여도, 자

신감, 사회경제적 요인 및 라이프 스타일, 윤리적 태도 등이 포함되고,

상품관련 요인에는 복잡성, 인지된 위험, 가격이 포함되었다. 또한, 채널

관련 요인으로 대인적 접촉, 인지된 위험, 편리함, 비용이 하위 차원의 

요인이며, 보험회사관련 요인으로는 이미지, 규모, 지속성, 채널의 지원범

위를 포함하였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채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Hershey(2004)의 투자자 행동모델은 소비자의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 과업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특질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저축·투자행동에 대한 관여도와 행동

수준 등 소비자의 저축 및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

다. 심리적 요인에는 미래에 대한 시각, 재무위험수용성향 등의 성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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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지식, 과업의 적절성, 복잡성에 대한 지각 등의 인지적 요인, 재무 

목표의 강도, 개인적 가치 등의 동기적 요인이 하위 차원에 포함되었다.

과업 요인으로 과업의 특징, 과업의 복잡성 등을 포함하고, 경제적 요인

으로는 소득, 정보나 조언과 같은 재무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문화적 특

질에는 가족이나 사회 등 개인의 생각, 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은 소비자관련 요인, 상품 및 과업관련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

자관련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소비자의 경험, 지식 및 이해력, 자신

감, 관여도, 동기 등의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품 

및 과업 관련요인은 대안의 수, 과업의 유형, 과업의 복잡성, 정보의 제

시형태, 인지된 위험, 가격, 시간압박, 조언자의 활용 등 주로 과업의 특

징과 상황에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환경적 요인에

는 가족이나 사회 등 개인의 생각, 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정황이 포함되었다.

3.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과 맥락적 접근의 통합 : 근거이론적 접근

(1) 근거이론 접근법의 이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접근방식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

해 어떤 현상을 경험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

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김수지·신경림 역, 1990). 근거이론은 이론

적 체계, 과정, 실행, 실질적인 주체에 관한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이

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Creswell, 조흥식 외 공역, 2007) 주

요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현상이 나타나

는 배경이 되는 조건들과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 과정을 통합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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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맥락적 접근을 취한다. 이를 위해 어떤 현상의 맥락과 구체적인 사

건이나 행동의 과정을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로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한다. 패러다임모형은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하려는 개념적 틀이며, 연구참여자들

이 해석하는 현상의 의미를 맥락과 연결지어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다. 즉, 패러다임모형은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흐름 속에서 현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시각을 제공하며, 다양한 요소와 개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실제 현상에 관련된 맥락과 그 전개과정을 통합하여 구조적으

로 보여준다(김한별, 2012).

근거이론의 접근법은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법칙을 찾

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별적 

특성을 갖는다. 먼저, 다른 질적 연구방법은 개별사례에 대한 기술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근거이론은 기존 이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론

을 형성하기 위해 개념이나 범주의 인과적 연결 구조를 찾는데 중점을 

둔다. 즉, 대부분의 현상학적 연구가 개인들의 경험적 의미를 강조하는 

데 비해 근거이론 연구의 목적은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 과정에 대한 이

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 방법들 중에서

도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거이론은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실증주의적 전통을 접목시킨다. 따라서 

근거이론의 접근법에 의해 발견된 이론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

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도출된 이론에 비해 실제적인 현실을 반

영하며,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행동을 위한 의

미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Strauss & Corbin, 1990; 1998).

그러므로 근거이론의 접근법은 하나의 경험과 이와 관련된 다른 경험

의 본질을 밝혀 변화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상황, 의

미,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데 적절하다. 또한, 이론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새로운 이해를 얻고자 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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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데 유용하여(Schreiber & Stern, 2001) 사회학, 교육학, 간호학,

심리학과 같이 인간 행동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거이론의 접근법은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총제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데 적합하다. 근거이

론의 접근법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며 어떤 의사결정 전략을 채택하는가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 보

험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 소비자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근거이론 접근법의 절차

1) 자료의 수집

근거이론 접근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

는 것과 이론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객관적 입장 유지하기’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부여하기’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말한다. 즉, 연구참여자의 말과 행동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비교하여 생각하기, 복수의 관점 가지기(triangulation), 회의적인 태도 

유지하기, 연구철차 준수하기 등의 기법이 활용된다.

자료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은 자료안의 사건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대한 자료에

서 새로운 개념과 범주를 발현시킬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료를 깊숙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

력과 통찰을 의미한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속성이나 범주의 수준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지속적으로 비교하거

나 연구자참여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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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의 접근법에서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 사용된

다. 이론적 표집이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이 아

니라 연구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면서, 분

석된 내용을 토대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표집을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즉, 이론적 관련성을 가진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료의 분석

근거이론의 분석과정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계 코딩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 개

방코딩은 기초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절하고 범주화하여 간략한 이름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료가 의미

하는 바를 정리하는 것이다(Charmaz, 2006). 즉,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밝혀 명명하여 의미상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개념

은 명명하는 것만으로는 구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발전시키며, 하위범주는 현상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으로써 범주를 구체화한다. 범주는 수집한 자료

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묘사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현상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초점, 연

구의 맥락을 고려하여 명명해야 한다.

2단계 축코딩은 범주들 간의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개방코딩 결과자료

를 재조합하는 단계로 범주들 간의 관계잇기를 통하여 패러다임화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대부분 개방코딩 과정에서 추출된 범주는 여러 가지 

현상을 포함하고 있어 이것을 현상별로 구분하기 위해 패러다임모형을 

사용한다. 축코딩은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구조와 과정을 통합하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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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발견된 중심현상, 조건, 전략, 결과를 구성요소

로 하는 패러다임모형에 기초하여 이들 개념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상

황적 맥락을 형성하는가를 밝힌다(최종혁, 2011). 패러다임모형은 중심현

상을 둘러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전략,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현상과 그 현상

을 둘러싸고 있는 전후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소

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중심현상은 “자료 내에 제시되고 있는 중심 생각”으로(Strauss &

Corbin, 1998, p.91)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p.117). 다시 말해, 상호작용

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현상을 말한다. 인과적 조건

은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중심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

는 사건이나 일들”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0, p.116).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Strauss & Corbin, 1990, p.122) 시공간 차원에서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현상이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다. 중재적 조건은 인

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전

략에 필요한 구조상의 요인이나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

다(Strauss & Corbin, 1990; 1998; 김요완, 2009).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 등을 다루고 조절하고 대처하는 것

이 전략이며(Strauss & Corbin, 1998), 전략에 의한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패러다임모형이 완성된다.

마지막 단계인 선택코딩은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교화하여 중심범주를 

기술하는 과정이다(Glaser, 1978). 이론적 통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

적인 비교와 질문을 통해 연구자와 자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핵심 범주는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단어로 응축하여 표현

하는 것으로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한다. 핵심범주를 명명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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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모형에 나타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설적 관계를 

진술하거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도출한다. 즉, ‘이러한 조건에서 이

러한 전략을 사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범주들 간의 이론적

인 가설적 상관관계를 설명하여 타당한 이야기를 구축한다. 구축된 이야

기는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사례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

며, 모형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이므로 연구의 모든 사례들과 

관련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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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험소비자 구매의사결정

본 절에서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소비자의 의사

결정과정이 일반상품의 의사결정과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보고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를 파악한다.

1. 보험상품의 특수성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보험상품은 서비스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 보함상품 자체의 특수

성, 거래방식상의 특수성을 가진다.

(1) 보험상품의 특수성

1) 서비스 속성에 의한 특수성

우선 보험은 무형성(intangibility)을 갖는다. 보험상품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어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속성

에 대해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험상품은 이질성(heterogeneity)을 갖는다. 보험상품은 판매원

과 소비자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이 결정된다. 즉, 동일한 보

험상품이라도 판매인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대고객설명에 있어

서의 성실도, 판매상담의 장소와 시간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상품은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 소

비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매의 위험도 증가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여운승, 2005; 이봉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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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상품 자체의 특수성

보험상품은 서비스의 일반적인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성 이외에도 복잡

성(complexity) 및 장기성(longevity), 가격의 특수성 등 보험상품 자체의 

특수성을 갖는다.

첫째, 보험상품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탐색해야 할 정보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정보

의 양도 과도하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둘째, 보험상품은 장기성을 가지는 상품으로 거래의 결과가 미래의 불

확실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약이행의 여부가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

심 요소이므로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지범하 

외, 2012) 소비자가 보험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보험상품은 가격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 상품의 가격인 

보험료는 실제로 그 생산비가 얼마인지 알기 이전에 결정된다(조해균,

1997). 즉, 보험생산에 있어서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 특히 보험급부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과거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얻은 사고발생확률과 손

해정도를 기초로 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보험 상품은 원가계산이 어려우며, 추상적이고 기술적인 측면

이 많아 일반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다(신수식,

2002).

3) 거래방식상의 특수성

보험상품은 거래방식에서도 다른 상품과 차별성을 가진다. 보험상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며,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설계사나 대리점 위주의 단순한 유통환경이었으나 방카슈랑스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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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형태의 직판채널이 활성화되면서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구

매할 수 있는 채널은 점점 복잡·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입채널 선택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사결정

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또한 보험상품은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보험대리인1) 또는 보

험중개인 등 판매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김억헌, 1999).

위에서 살펴본 보험상품의 특수성은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시 상품의 

품질 및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상품구매의 효과를 

단기간에 알기 어려워 피해발생 시 피해로 인한 비용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나종연, 2012; 지범하 

외, 2012). 다시 말해, 보험상품 자체의 불투명한 특성은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의사결정과정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장

에서 금융소비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2) 보험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상품은 서비스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

수성 및 보험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적인 구매의사결정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상품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탐색재,

경험재, 신뢰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탐색특질(search

qualities), 경험특질(experience qualities), 신임특질(crendence qualities)

모두 보험소비자의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여운승, 2005). 탐색특질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결정될 수 있는 속성이며, 경험특질은 

소비하는 과정이나 구매 후에만 판단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보험판매인과

1) 대리인(agent)은 주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다. 우리 나라

의 경우 모집인과 대리점이 보험대리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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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 그로부터 입수한 정보나 자문, 정보의 질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신임특질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한 후에도 

평가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하며, 변액연금상품과 같은 복잡한 상품의 경

우 소비자는 자금이 최적으로 운용되었는가의 여부나 입수한 자문이 최

선인가에 관한 평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탐색특질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일반 재화와 달리 보험상품의 경우 경험특질이나 신임특질

도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Gabbott & Hogg, 1994; Zeithaml,

Parasuraman & Berry, 1985) 보험소비자의 평가과정은 일반 재화의 평

가과정과 차이가 있다.

유형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단서

가 여러 가지이며 평가하기 쉬운 데 반해 보험상품의 경우 평가단서가 

한정되어 있고 무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명성이나 규모,

판매인에 대한 신뢰와 같은 상품의 본질 이외의 외적 단서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Zeithaml, 1981). 또한, 이러한 무형적 속성은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위험을 크게 인지하여(Guseman, 1981; Shostack,

1977) 상표충성도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의존하여 의사결정 하는 

원인이 된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에 

여러 번에 걸쳐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최

덕철, 1986) 보험소비자도 일반 상품에 비해 여러 번의 평가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적배당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시점에 따라 가

치가 변동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의 평가과정이 보다 빈번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 일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과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가 필요 혹은 욕구에 의해 문

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에

는 보험상품에 대한 필요나 욕구가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문제의 인식이 소비자의 내적 동기에 



- 27 -

의해서가 아니라 보험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대리인의 조언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상품에 대한 욕구는 현재의 욕구에 비

해 그 심도나 긴박성이 적은 미래의 욕구이며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는 

잠재적이기 때문이다(김삼원·백인아·장태용, 2012).

또한, 일반상품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탐색은 내적 정

보탐색에서 시작되고, 소비자가 내적 정보탐색에서 충분한 정보를 획득

하지 못할 때 외적 정보탐색을 하게 된다.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다양

하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 출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보험상

품에 대한 지식은 일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쉬워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는 내적 탐색보다는 외적 탐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정보탐색은 경험이나 구전 등 개인적인 정보원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최덕철, 1986).

다음으로, 대안의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보험상품은 유형의 상품에 비

해 구매 전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하는 대안

의 수가 적을 수 있다(최덕철, 1986).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를 통해 정보

를 탐색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설

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군으로 한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는 보험의 구매과정에서 인맥에 의해 설계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

러한 제약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무형성으로 인해 평

가할 때 대부분 가격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인 측면 등 비교적 

제한된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품의 위험을 보다 크게 인지

하여 브랜드 충성도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

다(Howcroft et al., 2003; Zeithaml, 1981).

마지막으로 구매 후 평가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의 결과가 문제 인식 단계에서 파악한 자신의 욕구 및 기

대수준을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로 구매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나 

보험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구매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도 밀접한 관

련을 갖는다. 즉, 보험은 서비스의 경험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서비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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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전달에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이 평가 및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최덕철, 1986).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상품의 경우 문제의 

인식이 소비자의 내적 인식에서가 아닌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구나 기대치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상품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높다(여운승, 2005).

한편, 보험상품은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전문적인 서비스로의 속

성을 가지고 있다. Hill & Neeley(1988)은 일반적인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의 의사결정과정과  전문적인 서비스에서의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들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을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선택, 사용 및 구매 후 평가의 5단

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일반

적인 서비스는 소비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데 반해, 전문적인 서

비스는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조언에 의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 서비스에 대한 가용한 정보

는 충분하고 소비자의 경험도 많아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덜 하려는 경향

이 있으나,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데 비해 정보

탐색을 하려는 소비자의 의지는 높아 추천과 같은 대인적 정보원천을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안의 평가 과정에서도 두 서비스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서비스는 대안의 수가 많고 평가의 기

준이 잘 알려진 것이어서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서비스는 대안의 수가 적고 평가의 기준이 알려지지 않아 소비

자가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일반적 서비스의 선택은 명

백한 데 비해 전문적 서비스의 선택과정은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사용 

및 구매 후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

만 일반적 서비스는 구매결과로 인한 피해가 최소이고 복구가 가능한데 

비해 전문적인 서비스는 구매결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복구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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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보험상품이 가지는 서비스 속성

으로 인해 일반 상품의 구매의사결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일반적 서비스의 의사결정과정과도 차이를 보인다.

2.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1) 보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보험 구매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초기의 이론은 개인 및 가계의 보험 구

매행동을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Yarri(1965)는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의 생애 배분 

과정(lifetime allocation process)의 맥락에서 고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비자들은 생애 기대효용(expected lifetime utility)을 증가시키기 위해 

생명보험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수행된 연

구들은 보험구매행동을 가입자의 인적자본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수익

자를 위한 상속동기로 설명하고 있다.

가입자의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Campbell(1980)의 연구는 보험에 대

한 수요는 위험으로 잃는 인적자본의 크기와 같다고 주장하고, 인적자본

이 많을수록 미래 위험이 닥쳤을 때 큰 손실이 우려되므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Lewis(1989)는 Yarri의 생애주기모델을 수익

자의 측면으로 확장하여 보험에 대한 수요는 생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의 혜

택을 볼 수 있는 가족원이 얼마나 되는가와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지를 고려하여 보험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Bernheim(1992)은 생명

보험의 경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남은 가족원의 위험보장을 위해 보험을 

구매한다고 주장하고 상속동기로 수익자 측면에서 보험수요를 설명하였

다. 그는 상속동기가 클 경우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았으며,

상속동기는 가족의 수, 미래의 재무적 요구, 재무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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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무적 능력, 이타주의에 의한 순수 상속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구매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

들은 가족의 수와 가족의 재무적 요구수준을 고려한 상속 동기, 가입자

의 현재 및 미래 인적자본이 보험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

러한 이론들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을 불확실성 하에서의 생애 배분행동 

으로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맥락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설

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보험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초기의 보험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보험구매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보험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소비자의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과 

관련된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적 요인은 다시 성별, 연령,

가족의 상황, 건강상태, 소득, 교육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소비

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외적 요인은 

이자율, 세제혜택, GDP, 저축률과 같은 경제환경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2-1> 참고).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Berekson(1972)은 

나이, 자녀의 수, 소득, 생애주기가 생명보험상품 구매행동의 영향요인임

을 밝혔으며, Childers & Ferrell(1981)의 연구에서는 나이, 직업, 교육,

자산, 소득, 결혼연수가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urnett &

Palmer(1984)는 자녀의 수, 교육수준, 소득이 생명보험상품 구매에 영향

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Showers & Shotick(1994)는  나이,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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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향요인 관련 연구

내
적 
요
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나이, 직업, 교육수준, 소
득, 자녀의 수, 생애주기,

가족의 수, 취업가족의 
수, 월평균 소비지출, 저
축수준

Berekson(1972)

Burnett & Palmer(1984)

Childers & Ferrell(1981)

고량곤(1984)

백은영·정순희(2005)

윤상근(1993)

윤혜선(2003)

이경희·류건식(2001)

배우자의 교육수준, 재우
자의 직업 등 배우자의 
인적자본 수준

Gandolfi & Miners(1996)

Goldsmith(1983)

Hemple(1975)

Skinner & Dubinsky (1984)

심리적 요인
운면론적 성향, 위험에 대
한 태도

Burnett & Palmer(1984)

외
적 
요
인

경제환경요인
인플레이션, 국내총생산
(GDP), 세제혜택, 저축률,

이자율

Browne & Kim(1993)

Lim & Haberman(2004)

Redzuan & Yaakop(2004)

문화적 요인 문화적·종교적 신념
Douglas & Wildavsky(1983)

Redzuan & Yaakop(2004)

수, 취업가족의 수, 소득이 가계의 보험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

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지출액이 증가하고, 취업한 가족이 많

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낮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지출액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보험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도 인투통계학적 요인과 보험구매행동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

구를 중심으로 보험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량

곤, 1984; 윤상근, 1993; 이경희·류건식, 2001; 백은영·정순희, 2005, 윤혜

선, 2003). 이경희·류건식(2001)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계층 및 소득수준

에 따라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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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윤혜선(2003)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어린이 건

강보험 구매성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백은영·정순희(2005)는 보험구매

행동의 영향요인을 인적자본관련 변수, 상속동기관련 변수,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인적자본관련 변수 중 연령과 

직업, 상속동기 관련 변수 중 결혼상태,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수준관련 

변수 중 소득수준, 월평균소비지출, 저축수준이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검

증하였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더욱 세분화하여 남편과 아내의 특성에 따

라 보험구매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

다. Hemple(1975)는 부인의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와 명성이 높을수록 

남편의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Skinner & Dubinsky

(1984)는 부인의 직업유무,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고

용상의 지위, 가족의 수입, 남편의 직업이 생명보험 구매의사결정의 결정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부인의 직업유무와 남편의 교육수준이 생명보험 

구매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Goldsmith(1983)은 

아내의 인적자원이 남편의 보험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내가 직업을 가지

고 있는 경우 남편의 보험가입률이 낮아져, 아내의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남편의 보험구매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andolfi & Miners(1996)은 보험구매성향의 성차에 주목하고 남편과 

아내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보험구

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남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남

녀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

면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

가 있었다. 즉, 남편은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내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 비해, 아내는 본인의 교육수준이 

보험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인적자본으로 보험수요를 설명한 Campbell(1980)의 견해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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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즉, 아내의 인적자본이 높은 경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아내의 인적자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재무적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보

험구매의 동기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Garman & Forgue(2011)은 가계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정리하고 가계가 보험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

다. 이들은 결혼이나 자녀의 출생, 자녀의 독립 등 생애이벤트에 따라 보

험에 대한 수요가 변화한다고 보고 보험을 설계할 때에는 가족생활주기

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지출해야 하

는 재무적 요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가계의 주

소득원이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가계의 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다른 위

험관리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 발생 시 요구되는 재정적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건강의 영향을 강조하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확률이 높아지고 건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보험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살펴본 

Burnett & Palmer(1984)는 운명론자가 아닐 경우,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

를 보일 경우에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 심리적 요인

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져 보험의 중요성

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주장한 Browne & Kim(1993)의 연구에 의해 지

지되었다.

보험소비자의 구매행동을 경제 환경과 관련된 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Browne & Kim(1993)은 거시지표인 인

플레이션이 보험의 수요를 낮춘다는 것을 밝혀냈다. Redzuan &

Yaakop(2004)와 Lim & Haberman(2004)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경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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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요인이 보험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소득, 교육, 부

양가족의 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내총생산(GDP), 세제혜택,

저축률, 이자율이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국내총

생산과 세제해택을 보험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저축

률과 이자율은 보험구매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보험구매성향에 대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려는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 Redzuan & Yaakop(2004)은 보험의 역할에 관한 인식은 국

적, 인종, 종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보험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의 

문화적·종교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일한 관점에서 

Douglas & Wildavsky(1983)는 이슬람 국가는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에 비해 보험구매성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와 종교가 소

비자의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보험구매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지각과 관련된 소비자의 구

매행동이나 만족 및 신뢰에 관한 연구(Diacon & O’Brien, 2002; Taylor,

2001; Tsoukatos & Rand, 2006; 김선정·정순희·고화정, 2006; 석유미,

2004; 우승찬, 1998; 허경옥·박상미·박귀영, 2012; 홍효석·임지훈, 2003)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또한, 채널선택 행동(Black et al., 2002; 정세창・안

철경, 2003; 정세창・유효상, 2006), 해지관련 행동(Smith, 2004; 김사영·

이정진, 2012; 이경룡·김사영, 2012; 채완기, 2013), 보험상품의 구매를 주

저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명숙, 2009) 등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

정 중 특정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이 점

차 다양화·세분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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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탐색 

제 1 절 연구방법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소비자의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

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일상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험소비자 관점의 심층적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는 탐구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인식하고 그

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연구하는 내부자적 관점을 가지며(Creswell, 조

흥식 외 공역, 2007), 개인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적·문화

적·역사적 상황 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맥락 속에서 탐구대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혀낼 수 있으므로(Mason, 김두섭 역,

2002)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1. 연구의 대상 및 연구참여자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의 유형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Howcroft et al., 2003). 따라서, 두 가지 유형별 대표

적인 보험상품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 상품은 생명

보험협회의 2012 생명보험성향조사 결과2)를 반영하여 가입률이 높은 질

2) 민영생명보험에 가입한 1,672가구의 보험종목별 가입률을 살펴보면(복수응답), 보장성보험 중에
서는 질병보장보험이 8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상해/재해보장보험
(57.7%), 실손의료보험(47.2%), 사망보장보험(32.8%)의 순이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연금보
험(23.9%),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13.8%), 변액보험(1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2012 생명보험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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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성
별

만
연령

결혼
상태

직업 학력
연평균 소득
(단위: 만원)

가입상품 가입채널

A 여 36 미혼
사무직
회사원

대졸
개인 4500 암보험 인터넷

가구 6500 연금보험 전화

B 여  29 미혼
사무직
회사원

대졸
개인 3200 암보험 보험설계사

가구 5000 연금저축보험 인터넷

C 여 33 기혼 주부 대졸
개인소득 무 암보험 TV홈쇼핑

가구 5000 연금저축보험 은행

D 여 30 미혼
사무직
회사원

대졸
개인 3800 암보험 보험설계사

가구 12000 연금저축보험 보험설계사

E 남 32 미혼
대학원
생

대졸
개인 3000 질병보장보험 인터넷

가구 3000 연금저축보험 은행

F 여 38 기혼
사무직
회사원

대졸
개인 4300 암보험 보험설계사

가구 8500 변액연금 보험설계사

G 여 33 기혼
전문직
연구원

박사
개인 4000 여성질병보험 전화판매

가구 10000 변액보험 보험설계사

H 여 33 기혼
전문직
연구원

박사
개인 3000 여성질병보험 인터넷

가구 6000 변액연금 은행

I 여 43 미혼
사무직
회사원

대졸
개인 3000 질병보장보험 보험설계사

가구 3000 변액연금 보험설계사

J 남 28 미혼
연구직
회사원

석사
개인 5600 질병보장보험 대리점

가구 30000 연금보험 전화

병보장중점보험과 연금보험을 선정하였다.

<표 3-1>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심층면접의 연구참여자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반복적인 가입이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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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

근 5년 이내에 질병보장중점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의사

결정자로 한정하였다. 피보험자가 가족인 보험을 대리로 의사결정 한 경

우도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인터뷰패널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의도적 표본추출과정을 통해 

최종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의도적 표본추출은 기준

(criterion)전략과 최대편차(maximum variation)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

하였다. 기준에 의한 표본 추출 전략은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특정한 현

상을 경험한 사람을 대표할 때 적합한 방법이며, 최대편차 접근법은 사

전에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몇몇 기준을 정하고 그 중 기준에서 가

장 다른 사람들을 고르는 방식으로 차이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연구결

과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된다(Creswell, 조흥식 외 공역, 2007). 본 연구에

서는 1단계로 기준 전략을 적용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질병보장보험과 연

금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로 한정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

하고, 2단계에서는 최대편차 접근법을 적용하여 모집된 지원자 중 상품 

유형이 동일한 경우 되도록 다양한 상품, 다양한 가입채널, 특성이 다른 

소비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표본추출 과정을 통해 보험소

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동질적인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위의 <표 3-1>과 같다.

2. 자료의 수집

심층면접은 201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개별 룸을 갖춘 카페나 

교내의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진행에 소요된 시간은 회당 대략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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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다.

면접은 주로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목록(<부록 5>참고)을 바탕

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보

험가입현황, 보험관련 경험, 보험구매의사결정스타일, 보험에 대한 태도,

보험이해력, 등의 일부 내용은 구조화된 설문지(<부록 6>참고)를 활용하

여 조사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

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담자의 잔응을 이끌어 내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2). 면접의 진행상황과 맥락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조정하여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접의 내용과 진

행방식, 면접내용의 활용,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와 관

련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서(<부록 7>참고)

를 받아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다. 또한,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중요한 기술 내용과 현장의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포함한 현장메모를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근거이론의 접근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근거이론의 과정에 따라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진

행되었다.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진행된 심층면접의 내용을 전

사한 자료와 현장메모를 수차례 읽고 해석하여 분류한 후 시각화하는 과

정을 되풀이하는 순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은 비

구조화된 면접과 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잠정적 개념이나 범

주들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과 범주들이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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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정적인 개념

이나 범주들을 수정하며 다시 수정된 개념이나 범주들로 자료를 분석하

는 과정을 반복하여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없을 때 까지 지속

한다. 이와 같이 근거 이론의 접근방법은 자료수집과 분석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순환적 과정에서 지속적 비교의 노

력이 필요하다(박성우, 2011).

근거이론의 분석과정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계 코딩과정까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범주화와 패러다임모형을 적용한 

범주 간 관계분석이 목적이므로 2단계 축코딩까지 진행하였다.

<그림 3-1> 자료의 분석 과정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적 가치

(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

(neutrality) 등 Guba & Lincoln(1985)이 제시한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접 중 참여자가 이야기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전사

한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방코딩

- 개념 명명

- 범주화

자료수집

- 심층면접

- 현장메모

- 전사자료

축코딩

- 패러다임모형을 적용한

범주 간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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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확인하는 ‘참여자 점검(member check)’(Merriam, 1998)과정을 거

쳤다. 둘째,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보험소비자 3인을 대상으로 본

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수용가능하고 타당한지

에 대해 검증하였다. 셋째, 양적 연구의 신뢰도와 유사한 개념인 일관성

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비자학 박사과정생 6인과 함께 분석결과

와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수차례 분석결과를 수

정·보완하였으며, 소비자재무를 전공한 박사 4인의 자문과 감수를 받아 

방법적·해석적·절차적 오류를 줄이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ing)’(김영천,

2012)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uba & Lincoln(1985)은 진실성, 적합성, 일관성이 확보될 때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참여

자 점검, 일관성 검증, 동료 검증절차를 통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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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근거이론을 적용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본 절에서는 근거이론의 개방코딩과 축코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방코딩 절차를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범주화한 결과를 토

대로 패러다임모형을 적용하여 범주 간 관계를 분석하고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통해 밝혀진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

적 조건, 중심 현상, 전략, 결과를 도출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1.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

개방코딩 작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지속적인 질문

하기와 비교하기를 통해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여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

들을 다시 공통적 요인으로 묶어 하위범주, 범주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범주화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한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14개의 개념과 

51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략적인 범주화 결과는 가

음의 <표 3-2>와 같다.3)

3) 구체적인 범주화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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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패러다임 요소

보험상품의 특수성 인과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맥락적 조건

보험 정보제공환경

보험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중심 현상

소비자 자신감

중재적 조건관여도

가용한 자원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전략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결과
구매 후 만족·불만족

구매 후 행동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표 3-2>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범주화

개방코딩 결과 도출된 범주들을 토대로 범주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의 분석적 틀인 패러다임모형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을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

재적 조건, 전략, 결과로 구조화하여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패러다임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그림 3-2>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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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적 조건 >

보험상품의 특수성

- 무형성       - 장기성       - 복잡성       - 전문성      

< 맥락적 조건 >

보험 유통환경 보험 정보제공환경

- 상품의 다양화
- 판매채널의 다양화
- 대인적 채널의 발달
- 서비스 제공 미흡

- 정보의 접근성 
부족

- 유용한 정보 부족
- 비효율적 정보제공

< 중심 현상 >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 중재적 조건 >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 
- 소비자의 교섭력
- 불완전구매 경험
- 대리인의 필요성

관여도

- 관심 및 선호형성
- 보험가입의 
필요성 인식

- 납입보험료 수준

가용한 

자원

- 시간의 제약

- 대리인과의 관계

< 전략 >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

- 이해력 제고로 
인지적 편의

- 신속한 대응으로
시간절약

- 확인절차를 통한 
불안감 해소

- 습관적 거래지속

- 능동적 의사결정
- 시간활용의 융통성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 소비자주도적 
정보 활용으로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정보의 검증
- 교섭력 향상

- 인지적 부담의 
일시적 해소

- 미해결 상황에 
대한 불편함

- 인지적 편의 
- 불안감

< 결과 >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구매 후 만족·불만족 구매 후 행동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 대리인과의 신뢰형성
- 지속적 관계유지 의향

- 구매 후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

- 실망,후회,걱정 등 
부정적 감정

- 불만에 대한 소극적 대처
- 지인에게 구전활동
-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과 계약유지

- 설명의 의무 강화
-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

- 보험 유통환경 개선

<그림 3-2> 보험소비자의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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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의 보험 구매의사결정 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보험소비자가 처해 있는 인과적 조

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여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

정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보험소비자는 무형성, 장기성, 복잡성, 전문성 등 보험상

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매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친

화적이지 않은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제공환경 등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보

험소비자의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의 상황에 따라 경험하

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었다. 보험소

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는 전략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의사결정의 연

기・중단, 노력절감 의사결정이었다.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은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었으며,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구매 후 만족·불만족, 구매 후 행

동,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인과적 조건은 무형성, 장기성, 복잡성, 전문성 

등 보험상품의 특수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성 및 전문성(나종연,

2012; 지범하 외, 2012; 여운승, 2005), 무형성 및 장기성(Guseman,

1981; Shostack, 1977)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인지적 어려움을 설명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상품관련 요인이 소비자의 정보탐색장애

를 발생시킨다는 박명희·송인숙·박명숙(200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

다.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인 맥락적 

조건은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제공환경이었다. 보험 유통환경은 상품의 

다양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대인적 채널의 발달, 서비스제공 미흡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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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상품의 다양화와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상품 및 판매방식의 다양화가 정보탐색 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선행연

구(박명희, 1996; 박명희 외, 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인적 채널의 

발달과 서비스 제공 미흡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으로, 보

험 유통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정보원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용한 정보가 부족하며, 비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결과는 소비자의 정보탐색과 관련된 요인을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김효

정·김미라, 2002; 박명희, 1996; 박지우, 2007; 채정숙·김정숙·유두련·김정

희·강혜경, 2006)와 일치한다.

중심현상인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중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관계

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은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Hill & Neeley, 1988; OECD,

2005; 나종연 외, 2012; 지범하 외, 2012)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반면에,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과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은 

보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특수하게 경험하는 어려움이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중재적 조건인 소비자 자신감(Bearden, Hardesty & Rose 2001;

Hauser & Wernerfelt 1990; Moorthy, Ratchford & Talukdar, 1997;

Punj & Staelin 1983; 이성수·송유진, 2009; 전경숙, 2007; 황윤용, 2006),

관여도(Kokkinaki, 1999; Koufaris, Kambil & LaBarbera, 2002; Traylor,

1981; Zaichkowsky, 1985; 이상빈 & 김성희, 1994; 이원준, 2005), 가용

한 시간자원(Schmidt & Spreng, 1996; 김칠순·이진화, 2006; 박치관,

2001)및 인적자원(Hershey, 2004)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중재적 조건의 

각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범주 및 개념의 내용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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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내용이다. 예를 들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자

신감은 일반적인 소비자 자신감에 비해 보험이해력의 수준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데 비해 일반적인 소비자 자신감의 정보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보획득 및 고려군에 대한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탐색과정에

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다. 또한, 대

리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자신감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고 

지인의 추천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가용한 인적자원의 내용에 포함된 

점도 보험상품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전략과 결과에서도 보험소비자 의사결정 상황

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가 있었다. 능동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비대

면 채널을 선호하거나 정보의 검증 및 교섭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하는 전략들은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결과이

다. 또, 대리인과의 관계를 정립한다거나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이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는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 도출 : 패러다임모형

(1) 인과적 조건 : 보험상품의 특수성

보험상품은 무형성, 장기성, 복잡성, 전문성 등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

한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중심현상인 보험 구매

의사결정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의 무형성으로 인해 구매 전에 경험해 볼 수 

없어서 구매 전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

니라 보상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이전에는 평가를 내릴 수 없어 구

매 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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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구매 후 평가 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E : 일단 일반 재화가 (보험과) 다른 거는 직접 사면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직접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좋은지 나쁜지 바로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제 컴플레인 해서 환불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혜택을 보고 실제로 어떤 그런 

걸 느끼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 :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제가 만져보고 남들이 쓰는 걸 써본다거나 경험해 볼 수 있잖

아요. 가상으로. 사실 보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써본다던지. (중략) 그래서 구입을 

해서 제가 계속 납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보험)에 대

해서... 가치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서... 

B : 일반 재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눈으로 본다거나, 만진다거나, 착용을 한다거나, 사용

할 때, 그때그때 만족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보

장받아야 하는 건들이 생겼을 때, 청구하고 나서 바로바로 보험금 지급을 해줄 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화의 만족도의 지속도 하고는 이거(보험) 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상품의 장기성으로 인해 미래에 변경될 

조건이 불명확하고 결과가 불확실하여 보험상품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

었다.

I : 장기적으로 가야하고 돈을 보통 십 년, 이십 년 내야 하는 상품이니까. 보통 심사숙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죠.

C : 10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얼마 낼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싶잖아요. 

(중략)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중략) 이게 1,2년만 가입하고 말거

면 상관이 없지만 10년, 20년을 가야되는 것들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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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진짜 나이를 30년, 지금 보장하는 거 보면 20년간 납부하고 

65세부터 돈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되게 먼 훗날의 일이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이 매우 복잡해서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

로 인해 본인의 판단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G : 보장 내역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하고 어려

워서, ‘과연 제가 잘 체크를 한 건지’라는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E : 질병보장보험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뭐 약관이 너무 어렵고요. 뭐 질병 하

여튼 뭐 보장 범위, 액수 막 이런 게 막 훨씬 더 복잡한데 ...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이 전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보

험에 대해 잘 알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 : 보험이나 금융상품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낯선 용어가 많아요.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고. 저도 그렇고 … 

또한 약관 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접할 때에도 전문용어 때문에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 : 용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중략) 조건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로 쓰여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무형성, 장기성, 복잡성, 전문성 등 보험상

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이는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 49 -

연구 결과(나종연, 2012; 지범하 외, 2012; 여운승, 2005)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무형성 및 장기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상

품의 가치를 파악하거나 효용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불확

실성을 크게 인지하여(Guseman, 1981; Shostack, 1977) 구매의사결정 시 

인지적 및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각 특수성은 서로를 더 강화시키면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

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결과는 상품관련 요인이 소비자의 정보탐색의 어려움을 유발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명희 외, 2005)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2) 맥락적 조건 : 보험 유통환경, 보험 정보제공환경

보험소비자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맥락적 조건은 보험의 유통

환경과 정보제공환경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험상품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는 등 

보험 유통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

E : 보험 상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중략) 이게 오히

려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

워지더라고요.

D : 보험은 더 어렵고 이해가 불가한 상품을 자꾸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TV홈쇼핑을 통한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

었고 은행창구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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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즘은 예전보다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은근히 적어졌어요. (중략)) 대신에 

온라인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보험을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잖아요. 

[온라인 비교사이트]

뿐만 아니라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 설계사가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

었다.

F : 이제 한 회사에 전속 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것을 두루두루 취급하시는 

분이잖아요. [비전속 설계사]

연구참여자들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전문성과 대응성이 부

족하거나 대리인과의 관계로 인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상품에 대해 모호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혼란스럽고 불편

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상품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J : 직원분들이 너무 날림이라고 해야 할까? 응대가 일단 친절은 한데 속 빈 강정처럼 

정말 필요한 내용,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빨리 싸인

부터 하라는 느낌의 응대였거든요. 

C : (중략) 많이 물어보고 싶은건데 답변이 이제 충분치 않으면 이제 저 같은 일반소비자

는 혼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G : 그게 지인한테 통한 거라, 사실 그렇게 남한테 하는 것보다도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고요, 지인이다 보니 제가 또 꼬치꼬치 캐묻기도 그렇고 ...

또한, 참여자들은 계약 이후 원활한 보상서비스나 유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E : (중략) 근데 이게 서류가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병원, 진료서, 영수증 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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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근데 그거를 일일이 받는 게 본인도 귀찮으시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생

략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액수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D :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 없었구요. 그냥 다른 상품을 더 판매하시기 위해서 연락주신 

거는 있었지 그 외에 다른 서비스는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살펴 본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환경은 연구참여

자들이 보험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장애를 가중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내

용과 제공 형식이 소비자친화적이지 못한 정보제공 환경은 보험 구매의

사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할 때에는 주

변에서 쉽게 원하는 비교정보를 찾을 수 있는 데 반해, 보험상품의 경우

에는 어떤 정보원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I :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을 사는 거는 비교의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중략) 한꺼번

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상품, 연금 보

험에 대해 들려면 이 회사에 어떤 게 있고, 또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걸 다 찾아

서 하려면 시간과 정성과 …

E : 다른 경로를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 이거 외에 다른 식으로 내가 정보를 얻고 보험

을 가입할 수 있는 경로를 …

연구참여자들은 보험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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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커뮤니티 같은데서 질문을 하거나 검색을 한 것의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 분명

히 그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항상 되어있어요. (중략) 10개의 검색결과

물이 있으면 9개는 그분들(업계 종사자)의 댓글이 달려있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오

염수준이구나 …

E : 좀 더 이제 신뢰할만한 어떤 데이터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C : 암보험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중략)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많이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하는 게 …

B : 요즘은 회사 홈페이지에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를 아주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원하는 보장을 넣어서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안　되

더라구요.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제공 환경 속에

서 의사결정을 하느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J : 홈페이지에 가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세 개 사 홈페이지에 가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목요연성이 없고. (중략)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점이 불편했

어요. 

C :　이거(비갱신 상품)에 대해서 좀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 그 사이트에 이름도 남겨보

고 질문란 있잖아요 … 그런 데도 남겨보고 (중략) 저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에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친화적이지 않은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

제공 환경은 보험소비자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상품과 채널이 다양해져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선

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나, 서비스 제공환경이나 

정보제공환경이 이러한 유통환경의 발달을 뒷받침 해주지 못해 소비자가 

제공되는 정보원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나종연 외, 2012),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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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지 얻지 못하거

나 획득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정보 활용도가 낮

아져(지범하 외, 2012)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중심 현상 :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보험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중심 현상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의 특수성과 소비자친화적이지 않은 

보험 유통환경 및 정보제공환경으로 인해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었다.

1)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과도한 정

보를 처리하는 데 인지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C : 너무 많이 너무 이것저것 정보를 너무 많이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혼돈스러운거 같아

요 

J :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보험 상품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

거든요. 

J : 약관이 너무 길어서 현실적으로 다 읽어볼 수 는 없었고 뭐가 중요한 건지를 찾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E : 약관 같은 거를 읽어봐도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고 보장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렇게 설명 최대 얼마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고 실제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 정도인지 뭐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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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J :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간이 길고요. (중략) 보험은 추후에 

돌아오는 리턴을 꼭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중을 많이 기하

게 되는 거 같고요. 

I : 뭐,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반품이 쉽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죠. (중략) 그런

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죠. 장기적으로 가야하고 돈을 보

통 십 년, 이십 년 내야 하는 상품이니까. 

D : 그리고 보험은 두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중략) 되게 먼 훗날의 일이니까. 일단 지

켜봐야 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 같아요.

G :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30년 후에 물가상승이나 금리가 어떻게 될 지 전

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연금 보험은 조금 더 어렵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거 

같아요.

의사결정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

어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3)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G : 지인이 부탁하고 하시면 정보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없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 ...

I : 설계사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약간 망설였던 거잖아요. (설명을) 못 들은 부분에 대해

서 … 또 인간적인 그런 거 때문에...

G : 사실은 해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지인을 통한 거라 그냥 할 수 없이 가

지고는 있구요. 

대리인과의 인간적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본인의 의자와는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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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면서도 계약을 철

화하거나 해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4)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A :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최저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특정금액을 넘어가

게 되면  기간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했고 (전화로) 재

확인 시에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막상 출금하려고 알아보니 회사

입장에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는 기간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가야지만 책정된 금액이 넘어가는 시기가 오는 거더라구요. 

I : 연금 보험 운영보고서가 오기는 왔어요.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무슨 말인지...

E : 대충 알고 아 됐네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중략) 막상 닥

쳐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A : 뭐는 뭐 때문에 안되고 뭐는 뭐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질병 얘기하면 

그 질병이면 다 거기에 해당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

은 거지… 

5) 보상서비스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A : 전담이 있지는 않아요. (중략) 가입하고 몇 개월 이후에는 본사관리 소속으로 들어가

지 한 명이 나를 관리해주지는 않아요

I :  상품을 팔면 그만인 것 같아요. 뭔가 사후 서비스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D : 여분의 자금을 더 넣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야 되더라구요. (중략) 좀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불편했어요.

A : 소비자가 매번 챙겨서 시중이율과 최저보장이율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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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시중금리가 최저이율보다 낮다는 정보만이라도 줘도 이거를 보고 소비

자가 요청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내가 일일이 알아보면서 보험사에 전화

하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G : (운용보고서에) 도대체 그 중에 어떤 게 내 건지가 알 수 있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 일부러 혼란을 주려고 했던 건지 … 딱 알 수가 없고요. 

6)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H : 보험은 바로 내가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늦게 나타나

는 점? 그리고 쉽게 알 수 없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E : 보험 같은 경우는 (중략)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잘 한 건지 나쁜 건지 잘 파악이 절

대 못 느껴지기 때문에 …

A : 내가 연금을 타는 순간이 아닌 이상 일종의 적금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불

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참 잘 들어놨네’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계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7)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계약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입

장에서 판매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고 있었다.

A :　내가 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반론할 여지가 없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

고 판매인측에 하소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C : 창구 해지해주시는 직원분에게 하소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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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의 특수성과 보험관련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은 구매 전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과정

뿐만 아니라 구매 시 계약하는 과정과 구매 후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매의사결정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정보탐색에만 한정

된 현상이 아니며,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정보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정보처리와 관련된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과 의사결정의 제약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

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중재적 조건 :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의 중재적 조건은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소비자 자신감의 수준은 보험이해력 수준, 보험에 대한 신뢰도, 소

비자의 교섭력에 대한 인식 정도, 불완전 구매 경험의 유무, 대리인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D : 용어 같은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식인이나 보험사이트, 보험 설명하는 그런 커

뮤니티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되게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지만 ‘무슨 말이

지?’ 읽다가 용어에서 걸리니까 계속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G : 제가 고를 때는 아무래도 항목 같은 거를 체크 해보고요, 보장 내역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과연 제가 잘 체크

를 한 건지’ 라는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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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확신을 하

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다.

D : ‘보험사는 굉장히 많은 이윤을 얻어가고 있고, 고객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보험사

가 이익을 많이 챙기는 사업이 이쪽 사업이다. ’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H : (보험은) 잘 모르면 속을 수도 있는 상품 …

H :　보험 상품을 살 때는, 나는 여전히 약자다 … 제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보험 상품을 

100% 다 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J : 아무리 뭐 상담 내용 다 녹음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그 증거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고요.

A : 내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구요. 뭐라고 항의는 했지만 내가 댈 증거는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교섭력이 열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경

우 소비자 자신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C :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생각과 너무 다른 거에요. (중략) 가입할 당시에는 이제 치과 

갈 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런데 가능한 것

들만 얘기 해준 거겠죠. (중략) 그래서 ‘이때까지 납입한 금액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안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해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C : 원금에서 내가 세금혜택을 받았던 부분만 제하고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달

랐던 거에요. (중략)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중략) 그래서 ‘그냥 버리는 셈 (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달에 해지를 했어요. 근데 그 때(가입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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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거만 알려줬어요 

D : 보험은 어차피 이제 제가 1년 또는 평생 살면서 많이 가입해봐야 한 10번을, 10번 

정도 될까 말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저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차라리 저거는 이제 전문적인 설계사 이런 분들에게 맡기고 다른 공부를 하

는 게 훨씬 나한테 더 낫겠다. ’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E :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해준다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조건의 설계를 해 줄거라는 믿

음이 있기 때문에… 

C : 설계사분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 (중략) 회사 소속이 아닌 통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듣고… 

I : 일단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모르니까 ... 저한테 정보를 되게 많

이 줬어요. 

보험소비자의 관여도는 보험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선호의 형성 여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납입보험료의 수준, 소비자의 책임

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A : 보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알아보는 편이라서… 무관심한 면이 없지 않아요. (중략) 보

험이라는 것은 가입을 하고 나면 무관심해지는 상품인 것 같아요. 가입할 때 까지는 

그래도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일단 가입하고 나면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E : 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되는 거고 또 막상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잘 한 건지 나쁜 건지 잘 파악이 절대 못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선택을 하면 신경은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까지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관심이 없어지는 …

F　:　소비재들은 사실 기호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험은 딱히 기호가 없고… 

이와 같이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과 정보탐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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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가 형성되기 어려워 다른 일반 재화에 비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

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 : 뭔가 평소에 돈을 이렇게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그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안전장치 …

H :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상품 …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

F : 내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할 때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중략) (보험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필수불

가결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C :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으니까 일종의 하나 저축으로 봐 지더라구요. (중

략) 심리적 저축 같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들 중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은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다 간편한 채널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 하는 전략을 취함으로

써 시간을 절약하고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G : 비용이 사실 월 보험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성 상품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냥 전화가 오던 찰나에 … 또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굉

장히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일이라 누구한테 연락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

로울 것 같아서, 그냥 작은 금액이라 전화가 와서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가용한 자원이 얼마나 충분한

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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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전략이 결정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시간자원과 신뢰할만한 대리인이 있는지, 대리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의 인적자원이 있었다.

E : 저도 시간이 일단 많이 잘 안 나니까요. 주말은 또 안 되고 평일에 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평일엔 주로 시간빼기가 힘드니까. 그건 좀 힘든 거 같아요.

J : 당시에 이제 재직 중에 평일 근무시간대 이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상담 시간도 제약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또 직장에서 찾아보려다 보

니까 시간 내서 통화하기는 어렵고 (중략) 사실 그 때 가입할 당시에 많이 바빴어

요. 시간을 추가로 많이 내는 게 부담스러웠고 …

D :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매달리면서, (중략) 되게 귀찮고 시간

도 많이 걸리고 또 힘든 노동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J : 그거를 이제 뭐 전수조사처럼 다 보려면 이제 시간이라는 비용이 너무 필요해서 그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제 나름대로 추려내서 선택을 했거든요. 

기존거래를 통해 대리인과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혹은 믿을

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 보험소비자들

은 대리인을 믿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의사결정 하고 있었다.

B : 기존에 저희 엄마 거 관리해주시던 분이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아 이분정도면 믿을 

만하겠다 싶어서 … 

I :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계속 신뢰를 쌓아온 설계사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D : 그 당시 친한 사람이 보험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었던 상황이 가능

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실비보험을 가입 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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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신뢰할 만한 대리인이 없거나 대리인과의 관계가 신뢰를 기반

으로 한 긍정적인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보험소비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C :　제가 상담원 분하고 몇, 통화를 하면은 생각보다 제가 알고　싶은 거를 답변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어떤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 … 뭐 그 상황에

서 이제 약간 모호한 답변 해주시면 판단이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J : 우선은 제가 느꼈던 게 상담사 분도 상품에 대한 숙지가 완벽히 되어있지 않다는 걸 

느꼈고요.

G : 사실 지인을 통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거나 전화로 드는 것보다 오

히려 그런 정보를 물어보기도 어렵고, 사실 물어본다고 해도 뭔가는 하나는 들어줘

야 된다는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할 수 없지 들으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드리게 된 것 같아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적 조건은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

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Beckett(2000)은 이 두 가지 요인의 수준에 따라 금융소비자 행동을 설명

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추출된 중재적 조건에 의해 그

의 주장이 보험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정보탐색관련 어려움의 원인으

로 소비자 측면의 문제(채정숙 외, 2006)와 소비자 자신의 요인(박명희 

외, 2005)을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부합된다.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와 같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측면과 가용한 자원

의 충분성과 같은 상황적 측면이 보험소비자가 경험하는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취하는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보험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험소비자의 특성과 자원의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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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수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감의 수준이 낮은데 관여도는 높으며 시간이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대리인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리인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전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것이

다.

(5) 전략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

천의 활용,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노력절감 의사결정으로 나타났다. 연

구참여자들은 중재적 조건인 소비자 자신감의 수준, 관여도의 수준, 가용

한 자원의 충분도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

하는 전략에 차이를 보였다.

1)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보험소비자는 설계사 등 대면 채널의 대리인을 활용하여 이해력을 제

고로 인지적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며, 불

확실한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매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F : 그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보고서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안 쓰시고 그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중략) 예상 변동 그래프라든지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

를 해주세요.  

I : 제가 만약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저한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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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까지 해줘요. 

A : 내가 어떤 성향의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그 보험의 혜택을 갖고 있는 두세 개 정

도의 상품을 비교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메일을 통해서 비

교자료를 보내줘요.  

A : 견적을 요청할 때 대략 이 정도의 혜택에 이 정도의 가격선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내용과 견적을 보내줘요. (중략) 내가 딱 궁금한 포

인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얻고 …

E : 인터넷에서 보고 제가 전문지식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을 통

화를 하면서 아 진짜로 괜찮다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F : 최소한 좀 불안한 부분들을 설계사를 통해서 이제 좀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저 같은 피보험자가 느끼는 불안함을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는 그 위험 부

담을 최소화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D : 저희 어머니께서 이 분과 거래를 하셨고, 제 보험을 그 분께 들었고, (중략)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리로 연락을 해라 하셨고, 또 그 후에 저도 실상 크게 생각하지 않

고서 이분에게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2)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보험소비자는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에서 제

공하는 정보와 상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한 정보탐색으로 정보의 신뢰성

을 제고하고 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나 대안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대면 채널에서 특정 상

품에 대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공격적인 마케팅 방식에 대한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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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A :　어차피 보험 가입 건당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가

입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온라인 비교사이트 상담사) 그런데 특정회사 설계사를 

만나면 본인의 보험회사가 최고라는 식의… 그 보험사 것만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

니깐 … 그런 걸 안하게 되죠.　

그래서 온라인 비교사이트나 보험회사 콜센터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

해 판매자에 대한 압박감이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능동

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E : 이런 상품이 제일 괜찮을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던 거고 그래

서 전화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봤던 거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관심을 

두고 계신 그 상품 한 가지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J : (인터넷으로 알아보실 때 이미 이제 두 가지 상품으로 이제 대안을 축약하신 이후에 

콜센터에 연락을 하신 건가요?) 네, 사실상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부

분이 좀 있거나 아님 들어봤는데 ... 들어보니까 그거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애

당초 생각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입을 했어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가입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접근용이성

의 측면에서 비대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H : 어디 다른 데서 보험 관련한 정확한 비교를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것 같고요.

F : 접근성이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

를 취득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편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많고 …

A : 시간을 내가 가능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조율이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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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서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필요

할 때 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전화나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 측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한해서만 제한된 평가과정을 거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에 놓여 있었다.

A : 연금상품은 전화로 상품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비교라는 개

념이 크게 있지는 않아서 그냥 ‘이 상품이 괜찮은 건가?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 건

가?’ 이런 거를 주로 알아봤죠.

C : 딱 그 상품 단일한 하나 보고서 바로 결정했어요. 여러 상품 중에서 결정한 건 아니

고 (중략)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때는 하나의 상품만 알려주고 이 상품의 장점 그

걸 계속 봤기 때문에 그 선택의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3)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해 얻는 소비

자 입장의 솔직한 평가 정보와 온라인 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판매자 측에서 제시하는 편향적인 정

보에 비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의 판매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다고 판단하고, 판매자를 접하기 전 사전적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탐색하거나 판매자와 연락한 이후 사후적 확인 차원에

서 보충적으로 정보탐색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소비자들

의 평가 정보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구전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

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보충적 정보탐색 절차를 통해 정보의 객

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섭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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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신을 얻고자 하였다.

F : 사실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취사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더라도 다 좋

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중략) 그래서 보험별 이렇게 좀 압축해놓은 

분들의 리뷰? 그런 사이트, 리뷰 그런 거를 보고 좀 많이 신빙성을 얻는 편이에요. 

C : 올린 사람이 광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아무래도 솔직한 … 개인적이니까 좀 

이래서 좋더라 싫더라 라는 걸 좀 솔직한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B : 일단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프라

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범위가 한계가 있으니

까. 

E : 보장도 되게 잘 안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한 평가들 …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면 저도 (가입)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F : 제 동생이 그 쪽에서 좀 일을 해서 (중략) ○○○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서 그 부분도 조금 수용을 했고요.

A :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궁금한 정보를 찾아봤죠. (중략) 이게 진짜인지 마케팅

인지 확인차원에서 대략적인 정보들을 확인했었죠.

보험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소비자의 지위가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연

구참여자들은 대리인을 만나기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탐색하여 기초 지식을 쌓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E : 인터넷 카페 글들을 이용하고 그 단계를 거치고 상담사를 선택한 이유는 … 대충 무

언가를 알고 보통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들으면 이 사람

이 나에게 속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실만 이야기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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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이 경우에는 설계사를 통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서치를 오랜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또 공격적으로 세일즈를 하실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정보

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확인하는 정도로… 

4)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일부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판단이 어

렵고 번거롭거나 신뢰할만한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을 알지 못해 

의사결정을 보류한 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

A : 그냥 결정도 못하고 기존에 있는 게 맘에 안 들어도 일단 계속 놔두고 있는 … 

G : 그게 너무 번거롭고 잘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그냥 원래 현재에 있던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중략) 그냥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정보탐색방법이나 가입채널을 선택할 때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활용이 편리한 방식을 선호하며 단순한 속성에 의

한 판단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

다. 이들은 이러한 노력절감 의사결정을 전략을 선택하여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으나, 성급한 결정으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B : 그냥 사은품 많이 주는 회사… (중략) 사은품까지 받으니까 여기 해야겠다고 결정하

게 되었거든요.      

G : 사실 다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냥 사실 …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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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질병에 특화된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낀 찰나에 읽는 거라서 …

G　:　사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구요, (중략) 그냥 제 느낌상 안정적일 것 

같은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H : 기준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호감도였어요. 단순히…. 저의 이미지, 이미지를 보고 어

떤 회사가 좋을지를 골랐어요.

C :　창구에서 그걸 봤고 창구 상담직원에게 '저걸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냐?' 라는 걸 

질문을 했었고... (중략) 거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다른 보상이 뭐가 있는지 조

차도 관심이 없었고 정말 단순한 이유였던 거 같아요, 그때는 …    

F : 아무래도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었던 보험이 아니고 (중략) 이제 그런 걸 제

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들었다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요. 

D : 암보험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고, 좀 더 알아보고 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중략) ‘좀 더 알아보고 했었어야 했나, 너무 몰랐던 거 아닌가 ’ 하

는 생각이 들고…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험소비자들은 자신

이 처한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였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자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 인

적 관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근무 시간 등으로 시간의 제약이 많

은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여도가 높고 대

체적으로 시간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대리인 이외의 소비자주도적 정보

원천을 활용하여 보충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대리인을 통한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이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믿을만한 대리인이 

없고 시간자원이 부족한 경우 보험소비자는 의사결정을 중단하거나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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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감의 수준이 높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간

편한 채널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6) 결과

보험소비자는 대리인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노력절감 의사결정 등의 전략을 

사용한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구매 후 만족·불만족을 경험

하고 있었으며, 불만행동이나 구전활동 등의 구매 후 행동을 하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경험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업계

의 개선을 기대했다.

1) 대리인과의 관계 정립

보험소비자는 대리인을 활용하여 이해력을 제고로 인지적 편의를 도모

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를 유지해 오던 

대리인과의 관계를 습관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다.

I : 이 분이 때가 되면 뭔가를 챙겨서 관리를 해줘요. 관리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중략) 연말 되면 전화라도 한 번 오고, 또 생일 되면 문자가 한 번 오고...

I : 좋은 거면, 다른 회사 상품이라도 좋은 상품이면 좋은 상품이 있다고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보험료 청구를 해야 될 경우 이 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약간 좀 더 돈독해졌다고 할까요…

I :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이 워낙 저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주시

는 편이고... (중략)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분한테 

의뢰를 하면 되니까 그 어려운 부분이 해결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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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어차피 누군가를 통해야 한다면 옛날에 한번 해봤던 사람을 통해서 하면 좀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략) 그 설계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제가 어떤 상품 선택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같단 생

각이 좀 드니까…

2) 구매 후 만족·불만족

연구참여자들은 보험에 가입 한 이후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 등으

로 구매한 보험상품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대와는 다른 상

품 내용과 사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과 후

회, 가입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F : 아파도 내가 일을 당장 못해도 경제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심리

적으로 큰 거 같아요.

D : 든든한 생각은 들죠. (중략) ‘나에게 암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 전체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나 든든함 같은 

거는 분명히 있죠.

E : 액수가 크질 않다보니까 아 이게 힘은 안 들고 그냥 ‘뭔가 준비는 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자기만족 …

B : 주변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 담당 분이 잘해주셨구나, (중략) 보장 금

액도 다른 분들하고 오히려 비교를 해보면서 만족스러웠거든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게 제일 나아서 하는 거지’ 라는 정도였다면, 이후에 다른 분

들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하길 잘했네’ 싶은 정도 …

J :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내는 월 보험료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데 나중

에 보장혜택을 거의 비등하거나 제가 좀 더 나은 거 같아서 ‘잘 가입했다.’ 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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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하고 있고요.

H : 갱신이 될 타이밍에 엄청난 불만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했던 보장이 예를 들어 사망 

시 1억을 받는 건데, 그게 5천만원으로 줄었다는 내용의 편지가 한 장짜리가 날아

온 다음에 깜짝 놀랐죠.

D : 그쪽에서는 보험상품을 팔고 나서 다른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러니까 상품을 팔면 

그만인 것 같아요. 뭔가 사후 서비스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F : 변액 보험은 항상 걱정을 동반하고 가는 보험이에요. (중략)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

에서 들었던 보험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들었다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요.

I :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냥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아 좋구나, 들어야 되겠다, 이제 

결정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한 거지요. 지금 후회해요. … 좀 더 알아봤

어야 됐는데… 

G : 좀 그 때 더 버텼어야 했는데 … 섣불리 시댁 식구라서 말씀 드리기도 어렵고 그래

서 가입을 했는데... 

3) 구매 후 행동

연구참여자들은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불만이 발생한 경우에

도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구매경험에서 만족하거나 불

만족한 상품이나 가입채널에 대한 구전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해지 

시 감당해야 할 금전적 손해나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 등 재무

적·관계적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이 불만족스러운 상품이나 대리인에 대

한 해지 및 전환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A : 약관상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도 잘못이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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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그러니까 70%는 제 책임이고, 제가 잘못 들었고.. 나머지 30%정도는 그분이, (중략) 

그래서 제 책임이죠 제가 싸인 했으니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싸인 했으니까 제 

잘못이 크고 …

F : 불만은 있고 딱히 뭐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선택을 하고 위험을 감안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설계사 분한테 너무 너무 안 오른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

어요. (그냥 하소연 정도?) 그렇죠.

E : 그 설계사 분은 저희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니까 믿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에 누군가가 나도 이런 거 알아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 분을 소개를 해 줄 수도 있

을 것 같아요.

J : 애초에 저랑 관계가 있는 그 설계사분은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 소개를 시켜줬어요. 

H : 별로 추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한번 해 본 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회사도 그렇게 추천할 만큼의 만족도

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피부로 와 닿는 좋은 점이 없어요.

H : 아직 불입이 덜 끝났고요, 저한테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해지는 하지 않지

만 불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I :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고액으로 들어가는 상품인 경우에는 지금 시점

에서.. 이제 1년 좀 넘었으니까 지금 해지하면 엄청나게 손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A : 내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대응이 잘 되고 있고 

… 그런 사람을 또 내가 새로 누군가를 접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당기지는 않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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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을 경험하고 판매자의 설명의 의무 

강화, 정보활용의 편의상 제고, 보험유통환경 개선 등 정부의 지원과 업

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A :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줬으면 좋겠

고, 보험사도 그렇고 …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J : 상품 설명을 뭔가 일목요연하게 문서화되게 … 보통은 깨알같인 형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큰 글씨로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할 거 같아요. 

C:：가입을 해서 장점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해지했을 때 소비자가 당장, 이제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조금 고지를 해줬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 보험 지급 

거절 사유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G : 예를 들어서 통원 치료 같은 것들도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병원 가면 만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알고 보면 어떤 특정 질병이 있어야만 가는 거지 무

조건 병원에 간다고 만원, 2만원을 주는 게 아닌데, (중략)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자세하면 좋겠습니다.

 

A : 설명을 했을 때 실제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A : 만약에 내가 어떤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내고 싶어요. … 금액은 이정도 사이에서, 

질병에 대해서는 요정도, 상해는 이정도,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내가 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을 때 기본적으로 2~3개 정도의 보험사에 대해서 적합한 일

치하는 몇 개 상품을 대략적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 :　나한테 맞는 보험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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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연령대에 맞는 보험 추천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C : 단어들이 한자가 많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그때 사전기능처럼 단어를 하

나를 클릭을 하면 갖다 대면 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G :　전체기간의 수익률이라든가 정말 꼭 필요한 항목은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라도 알려

주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주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공통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바

램이 있습니다. (중략) 수익률 같은 것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나와야 된다고 생

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그게 필

요하거든요. 

A :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소비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래도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구참여자들은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판매자의 태도

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H :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질 문제인데요, 판매자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판매를 

하려는 사람에 대한 인증이나 절차들이 좀 더 마련이 된다면 잘 모르는 상품을 팔

아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G : 일단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 자체가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상품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판매를 했으면 좋겠구요, 이게 장기 상품이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

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 …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하고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고요.

A :　꼭 일대일 관리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문자정보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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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카드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날짜에 맞춰서 은행 잔고관리를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저한텐 되게 귀찮게 느껴져 가지고…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보험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보

험회사가 아닌 공공단체나 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실제 보험소비

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

었다.

F :　카드 회사 VIP나 은행 VIP나 막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재테크 강연 같은 거 많이 진

짜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일반층으로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C : 공공 단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주최하는 교육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그 보험 

약관이라든지 보험 증서 속에서 찾아보면 있는 내용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소비자가 

알길 원하지 않는 내용들 … 

보험소비자들은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

한 결과,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구매 

후 만족 불만족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불만행동, 구전행동, 전환 및 유

지행동 등의 구매 후 행동을 경험한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대리인과의 

관계 형성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상품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결과

로, 보험 거래방식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대리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

행연구(Howcroft et al., 2003; Zeithaml, 1981; 김억헌, 1999)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소비자는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수행하는 일련

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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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에 따

라 개념을 범주화하고 패러다임모형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

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보험소비자

의 의사결정상황에 적용하여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소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겪는 주된 경험은 보험 구매의사

결정의 어려움이며, 이 어려움은 인과적 조건인 보험상품의 특수성이 근

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맥락적 조건인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제공환경

의 소비자친화성 수준에 따라 심화되거나 완화된다. 소비자 자신감, 관여

도, 가용한 자원 등의 중재적 조건들은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완화시키고 의사결정 전략을 선

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는 전략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의사결정

의 연기·중단, 노력절감 의사결정이었다.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전략은 

주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정보전략이었으며, 소비자가 어떤 어려

움에 직면했는지와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시간자원 및 인적자원

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험소비자의 목소리를 통해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자신감은 일반적인 소비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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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비해 보험이해력의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인의 추천

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가용한 인적자원의 내용에 포함된 점도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적인 결과이다. 능동적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거나 정보의 검증 및 교섭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하는 전략들도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결과이다. 대리인과의 관계를 정립한다거나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이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는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보험소비자가 처해 있는 복합적인 조건과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개별 소비

자가 취하는 의사결정 전략행동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인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거나 가중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험소비자들

의 전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

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보험 유통 및 정보제공환경에 대한 인

식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자신감이 높은 경우 보험 구

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덜 느끼고, 시간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의사결정 

전략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인적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적게 느낄 뿐만 아니라 대면

채널의 대리인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 소비자가 처해 있는 조건에 따

라 의사결정 전략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통적인 조건을 가진 소

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은 유사한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

다. 이러한 시사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보험소비자가 활용

하는 의사결정 전략을 기준으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을 도출하고 

의사결정유형별 특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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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유형

본 장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토대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고 의사결정유형

별 소비자의 특성 및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질

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 1 절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연구참여자

연구의 대상은 질병보장중점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로 질적 

연구의 대상과 동일하다. 다만, 심층면접의 연구참여자는 최근 5년 이내

에 질병보장중점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의사결정자로 한

정하였으나, 설문조사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질병보장중점보

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의사결정자로 한정하였다. 심층

면접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가족인 보험을 대리로 의사결정을 한 경

우도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참여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성향조사(2012)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질병보

장중점보험(77.3%), 연금보험(21%), 변액(연금)보험(10.8%)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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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로 표

본을 할당하여 온라인 설문을 위한 메일을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각 상품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유형별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상품유형별 가입률을 대략적으로 적용하여 질

병보장중점보험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의 비율을 각각 70 : 20

: 10 으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본 조사에 앞서 2013년 4월 12일부터 15일 까지 최근 3년 

이내에 질병보장중점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의사결정자 

5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인터넷 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최종 설

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2013년 4월 17일부터 24일에 걸쳐 인터넷 조사 전문 업체의 

패널 1,0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04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의 내

용은 보험가입현황, 보험상품 및 보험환경에 대한 인식, 보험 구매의사결

정의 어려움, 보험에 대한 태도 및 가용한 자원, 의사결정 전략, 의사결

정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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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 내용

보험가입현황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 월평균 보험료

보험상품 및 보험환경에 
대한 인식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보험 유통환경에 대한 인식

보험 정보제공 환경에 대한 인식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보상 및 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구매 후 평가의 어려움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보험에 대한 태도 및
가용한 자원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시간자원의 충분성

인적자원의 충분성

의사결정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

의사결정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

구매 후 만족도

구매 후 행동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최종학력, 직업, 
개인 및 가구소득, 가족구성 등

<표 4-1>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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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범주화의 내

용을 실증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변수화

하였다(<표 4-2참고>).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변수의 

측정은 질적 연구 분석결과를 통해 밝혀진 개념 및 범주를 토대로 척도

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의 경우 기존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되, 질적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은 추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들은 보험 구

매의사결정 시 경험을 떠올리며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4)

인과적 조건인 보험상품의 특수성은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해 소비자

가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무형성에 대한 인식, 장기성에 

대한 인식, 복잡성에 대한 인식, 전문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맥락적 조건은 환경적 요인으로 바꾸어 명명하고 보험관련 환경이 소

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

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과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을 최종 변수로 선정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중심현상인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

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탐색 및 대안

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

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의 각 

어려움으로 나누어 변수화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변수의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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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요소

변수 정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에 대한 인식  
가입한 보험상품의 무형성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도

장기성에 대한 인식
가입한 보험상품의 장기성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도

복잡성에 대한 인식
가입한 보험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도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가입한 보험상품의 전문성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도

맥락적 
조건

환경적
요인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현재 보험 유통환경이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소비자
가 인식하는 정도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현재 보험 정보제공환경이 소비자가 의사결정
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소
비자가 인식하는 정도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정보탐색이나 대안평가 시 과도한 정보나 전문
적인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처리 어려움의 
정도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신중한 선택에 대한 부담이나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의 정도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자
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보상 및 유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는 과
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구매 후 가입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

중재적 
조건

중재적 요인

소비자 자신감
소비자로서 특정시장에 대하여 긍정적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관여도
특정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

시간자원의 충분성
구매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자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인적자원의 충분성
구매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표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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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요소

변수 정의

전략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대면 채널을 활용하는 
정도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
대면 채널을 활용하는 정도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섭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등 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정도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

정보탐색 방법이나 가입채널을 선택할 때 절
차가 간단하고 시간활용이 편리한 방식을 선
호하며 단순한 속성에 의한 판단이나 직관적
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 하는 전략을 활용하
는 정도

결과
보험

구매의사결정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형성된 대리인과
의 관계의 질

구매 후 
만족
불만족

구매 후 
만족도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매 후 
부정적 감정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실망, 후회, 걱정 등 부
정적 감정의 정도

구매 후
행동

불만행동의 
적극성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대리
인, 기타 소비자 상담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의
사표시를 하고 해결하려는 행동의 적극적인 
정도

구전행동의 
적극성

본인이 가입한 상품, 보험회사, 대리인을 주변
인에게 추천하려는 행동의 적극적인 정도

전환비용의 
인식과 
계약유지 
성향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
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금전적 
인 손해, 기존 대리인과의 관계 및 새로운 관
계형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의 계약을 유
지하려는 성향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설명의 의무 
강화에 대한 

기대

보험상품 판매 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
으로 설명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충
실히 제공하며,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내용
을 실제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판매인의 설명의 의무가 강화되
기를 기대하는 수준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

조건에 따른 개인화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운용보고서의 내용 및 제공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수준

보험 
유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소비자친화적 
유비서비스 제공, 보험소비자 교육 실시 등 보
험 유통 환경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되기
를 기대하는 수준

<표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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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으로 범주화된 중재적 조건은 중재

적 요인으로 바꾸어 명명하고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인적자원의 충분

성, 시간자원의 충분성으로 변수화하였다. 소비자 자신감은 의사결정 및 

개인적 행동에 대한 확신과 역량감의 정도 즉, 소비자로서 특정시장에 

대하여 긍정적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

가(Adelman, 1987)로 정의하고 정보획득 및 고려군에 대한 자신감, 의사

결정의 개인적 결과에 대한 자신감, 시장접촉에 대한 자신감의 하위차원으

로 구성하였다. 정보획득에 대한 자신감은 필요한 시장정보의 획득과 획

득된 정보의 이해와 활용 능력에 대한 소비자 스스로의 자신감을 의미하

고(Moorthy et al., 1997; Punj & Staelin, 1983), 고려상표군에 대한 자신

감은 제품, 브랜드, 쇼핑현장들과 관련하여 수용 가능한 선택 대안들을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Hauser & Wernerfelt, 1990). 의사결정의 개인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은 의

사결정이 개인적인 만족감을 가져올 것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며, 시장접

촉에 대한 자신감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Bearden

et al., 2001). 관여도는 특정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

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시간자원의 충분성과 

인적자원의 충분성은 구매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는 기존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시간자원의 충분성과 인적자원의 충분성은 

본 연구의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자 자신감

은 정보획득 및 고려군형성, 설득지식, 시장접촉 제안 등의 하위 개념들

을 포함하여(Bearden et al., 2001) 측정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관여도는 

선행연구(Zaichkowsky, 1985)와 질적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측정 문항을 

선정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질적 연구결과에서 전략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노력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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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5종류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만

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전략을 제외하고 

나머지 4종류의 전략만을 양적 연구를 위해 변수화하였다. 전략은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의사결정 시 각 전략을 어

느 정도 사용하는지의 활용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보험 구매의사

결정 전략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으로 나누어 측정하

였다.

질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결과로 구체화

하여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대리인과의 관계정

립은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로 변수화하고 보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형성된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로 정의하였으며, 구매 후 만족·불만족은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정의된 구매 후 만족도와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실망, 후회, 걱정 등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의미하는 구

매 후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어 변수를 구성하였다. 구매 후 행동은 불만

행동의 적극성, 구전행동의 적극성, 전환비용의 인식과 계약유지 성향으

로 구체화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설명의 의무 강화에 대한 기대,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 보험 유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로 나누고 각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2)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조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규명하고 최

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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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요소

변수 Cronbach’s α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에 대한 인식  0.801

장기성에 대한 인식 0.642

복잡성에 대한 인식 0.897

전문성에 대한 인식 0.806

맥락적
조건

환경적 요인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0.775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0.66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요인

소비자 자신감 0.835

관여도 0.780

시간자원의 충분성 0.714

인적자원의 충분성 0.887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5)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0.638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0.743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0.703

전략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0.801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0.737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0.758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 0.634

결과
보험 

구매의사결정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 0.900

구매 후 
만족
불만족

구매 후 만족도 0.759

구매 후 부정적 감정 0.855

구매 후 
행동

불만행동의 적극성 0.528

구전행동의 적극성 0.863

전환비용인식과 계약유지 성향 0.683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설명의 의무강화에 대한 기대 0.878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

0.874

보험유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0.800

1) 신뢰도 분석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크게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표 4-3>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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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3>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외시킨 후 최종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

은 불만행동의 적극성(α=0.528)을 제외하고 모두 0.6이상이므로 내적일관

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행동의 적극성의 Cronbach’s α 값이 

0.6 미만이나 탐색적 연구의 경우 0.5이상이면 사용가능하다는 견해에 따

라 내적일관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문항을 선별한 후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보험상품의 특

수성은 4개의 요인, 환경적 요인은 2개의 요인, 중재적 요인은 4개의 요

인, 전략은 4개의 요인으로 묶여 질적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

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을 도출하였다. 또

한,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분산분석 및 Duncan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5) 상품·계약내용 이해의 어려움, 보상·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소

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은 1문항으로 측정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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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유효 표본은 총 1,048명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소비

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남성이(54.2%) 여성(45.8%)에 비해 약

간 많았으며, 연령은 20대(17.7%), 30대(26.9%), 40대(30.7%), 50대(24.7%)

로 나타나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의사

결정을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소득활동이 

적은 20대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낮고, 활발한 소득활동을 하여 경제적으

로 안정된 40대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

다. 결혼상태는 기혼(67.4%)인 경우가 가장 많고, 미혼(30.0%), 이혼 및 

사별(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52.7%)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상이 각각 20.8%, 17.6%, 9.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 및 경영관리직(49.9%), 주부·

무직·기타(22.5%), 판매서비스직 및 노동생산직(17.1%), 전문직(10.5%)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4000만 원 미만의 저

소득 가구가 33.5%, 4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중간소득 가구는

37.0%, 70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29.5%의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

로 조사대상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67.4%)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32.6%)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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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568(54.2%)

여 480(45.8%)

연령

20대 185(17.7%)

30대 282(26.9%)

40대 322(30.7%)

50대 259(24.7%)

결혼상태

미혼 314(30.0%)

기혼 704(67.2%)

이혼·사별 30(2.9%)

학력

고졸이하 218(20.8%)

전문대졸 184(17.6%)

대졸 552(52.7%)

대학원졸 이상 94(9.0%)

직업

전문직 110(10.5%)

사무직·경영관리직 523(49.9%)

판매서비스직·노동생산직·자영업 179(17.1%)

주부·무직·기타 236(22.5%)

연평균 가구소득

4000만 원 미만 351(33.5%)

4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388(37.0%)

7000만 원 이상 309(29.5%)

주택보유여부
보유 706(67.4%)

비보유 342(32.6%)

<표 4-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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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유형화

본 절에서는 근거이론의 축코딩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의사결정 전

략의 활용도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유형별로 소비자특성 및 의사결정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봄으로써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

를 유형화하였다.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는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비대

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 노력절감 의사

결정 전략이며, 각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6)

분석 결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은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주로 활용하는 의사결정 전략에 따라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대면 유

통채널 활용형, 하이브리드형, 멀티채널 활용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4-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첫 번째 유형은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주로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으로 비대

면 유통채널 활용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가 가장 낮고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며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는 보통 수준이다.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대

6)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전략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

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의 5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연구의 조사대상을 중도에 의사결정을 중단한 소

비자는 제외하고 보험가입을 한 의사결정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의사결정전략 중 의사결정의 연

기·중단과 관련된 사항은 양적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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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사결정 
전략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N=273
(26.0%)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N=213
(20.3%)

하이브리드형
N=319
(30.4%)

멀티채널
활용형
N=243
(23.2%)

F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

2.54(.61)1)

 a
3.26(.74)

b
3.25(.52)

b
3.53(.52)

c
135.14***

비대면 채널의 
활용도

3.15(.55)
c

1.68(.53)
a

2.62(.51)
b

3.68(.43)
d

657.15***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

2.50(.56)
b

2.01(.55)
a

3.43(.43)
c

3.60(.53)
d

537.50***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

3.06(.53)
b

2.86(.71)
a

3.08(.46)
b

3.57(.48)
c

71.69***

면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시간활용에 제약이 따르

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비교적 시간활용이 편리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비대면 유통채널을 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273명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5>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에 따른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

유의수준: *** p< .001

1)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두 번째 유형은 설계사, 대리점, 보험회사 임직원 등 대면 유통채널의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으로 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다른 의사결정유형들에 비해 비대

면 유통채널,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에 대한 활

용도가 가장 낮다. 이 유형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

정에서 다른 의사결정 전략을 활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며 대면 유통채

널 대리인에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213명으로 가장 낮은 비중(20.3%)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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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형은 설계사, 대리점, 보험회사 임직원 등 대면 유통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등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동시에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으로 하이브리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대면 

유통채널의 대리인을 통하여 보험상품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얻는다

는 점에서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

나 지인 등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하여 대리인과 접촉하기 전이

나 접촉한 후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대면 유통채널 활

용형과 차이가 있다. 이들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에 비해 대리인을 통

해 획득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획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정보의 신뢰도와 교섭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하는 추가적인 노

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형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30.4%(319명)를 차지해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유형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 활용의 4가지 의사결

정 전략에 대한 활용도 모두 가장 높은 집단으로 멀티채널 활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채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멀티채널 활용형은 다양한 의사결정 전략을 활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유형이며, 243명(23.2%)으로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구매의사결정 전략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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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특성
계

(N=1048)

비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73)

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13)

하이브리드형
(N=319)

멀티채널
활용형
(N=243)

Χ2

성별
남 568(54.2)  153(56.0) 96(45.1) 179(56.1) 140(57.6)

9.136*
여 480(45.8)  120(44.0) 117(54.9) 140(43.9) 103(42.4)

연령
20대 185(17.7) 49(17.9) 47(22.1) 53(16.6) 36(14.8)

15.353†
30대 282(26.9)  81(29.7) 47(22.1) 89(27.9) 65(26.7)

40대 322(30.7)  74(27.1) 58(27.2) 113(35.4) 77(31.7)

50대 259(24.7) 69(25.3) 61(28.6) 64(20.1) 65(26.7)

결혼상태 　

미혼 314(30.0)  90(33.0) 70(32.9) 95(29.8) 59(24.3)
12.443†

　
기혼 704(67.2)  175(64.1) 132(62.0) 218(68.3) 179(73.7)

이혼·사별 30(2.9)  8(2.9) 11(5.2) 6(1.9) 5(2.1)

학력
　
　

고졸이하 218(20.8)  52(19.0) 54(25.4) 71(22.3) 41(16.9)

10.594
전문대졸 184(17.6)  48(17.6) 43(20.2) 55(17.2) 38(15.6)

대졸 552(52.7)  147(53.8) 99(46.5) 169(53.0) 137(56.4)

대학원졸 이상 94(9.0)  26(9.5) 17(8.0) 24(7.5) 27(11.1)

직업 　

전문직 110(10.5)  32(11.7) 23(10.8) 26(8.2) 29(11.9)

13.460
　

사무직/

경영관리직
523(49.9) 138(50.5) 93(43.7) 169(53.0) 123(50.6)

판매서비스직 
/노동생산직

179(17.1) 36(13.2) 39(18.3) 63(19.7) 41(16.9)

주부/무직/

기타
236(22.5)  67(24.5) 58(27.2) 61(19.1) 50(20.6)

가구소득7)
　
　

저소득 293(28.0)  76(27.8) 61(28.6) 95(29.8) 61(25.1)
11.718†

　
중간소득 464(44.3)  120(44.0) 110(51.6) 130(40.8) 104(42.8)

고소득 291(27.8)  77(28.2) 42(19.7) 94(29.5) 78(32.1)

자가소유 여부

무 342(32.6)  89(32.6) 76(35.7) 106(33.2) 71(29.2)
2.241

유 706(67.4) 184(67.4) 137(64.3) 213(66.8) 172(70.8)

<표 4-6>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단위(명, %)

유의수준: * p< .0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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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성별(p<.05), 연령(p<.1), 결혼상태(p<.1), 가구소득(p<.1)에 따

라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직업, 자가 소

유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6>참고). 구

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미혼(33.0%)의 비중

이 높았다.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여성(54.9%), 50대(28.65), 이혼 및 사

별을 한 소비자(5.2%), 중간소득층(51.6%)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적 특성을 가진다. 하이브리드형은 여성보다는 남성

(56.1%)의 비중이 높고, 다른 유형에 비해 40대(35.4%)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으며, 저소득층(29.8%)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멀티채널 활용형은 

하이브리드형과 마찬가지로 남성(57.6%)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혼자

(73.7%)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고소득층(32.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차이

유형별로 의사결정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사후검정을 통해 어느 집단 간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의 차이 

먼저 유형별로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았다. 검증 결과, 유형별로 모든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고).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보

7) 가구소득은 세금을 공제한 연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은 4000만 원 미만은 저소득

(28%), 4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은 중간소득(44.2%), 700만 원 이상은 고소득(27.8%)

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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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전체
(N=1048)

비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73)

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13)

하이브리드형
(N=319)

멀티
채널
활용형
(N=243)

F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3.36
(.76)

3.37
(.75)
b

3.27
(.80)
a

3.31
(.75)
a

3.48
(.71)
b

3.35*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
한 심리적 부담

3.44
(.80)

3.45
(.80)
b

3.32
(.89)
a

3.41
(.78)
a

3.56
(.74)
b

3.46*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2.96
(.78)

2.83
(.82)
a

3.03
(.82)
b

2.92
(.74)
a

3.12
(.74)
c

6.94***

상품·계약내용
이해의 어려움

3.06
(.87)

3.12
(.79)
b

2.90
(.92)
a

2.97
(.86)
a

3.26
(.88)
c

8.41***

보상·
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2.79
(.87)

2.89
(.86)
c

2.50
(.86)
a

2.69
(.84)
b

3.08
(.83)
d

20.66***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3.21
(.79)

3.29
(.73)
b

3.19
(.87)
a

3.08
(.77)
a

3.31
(.80)
b

5.20**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2.84
(.81)

2.90
(.78)
b

2.56
(.83)
a

2.78
(.78)
b

3.11
(.79)
c

19.28***

상·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대리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비

대면 채널을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어 능동적·적극적으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대리인을 활용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

는 다른 어려움들은 효과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표 4-7>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의 차이

유의수준: *** p< .001, ** p< .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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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어려움의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체로 구매의

사결정의 어려움을 덜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의 

대리인에게 의존하여 의사결정 하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즉,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대리인의 권유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다른 어려움들은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소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형은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어려움을 다

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함께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는 유형이었다. 하이브리드형은 대

면 유통채널 활용형과는 차별적으로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하여 

대리인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판단

이 개입되기 때문에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에 비해 능동적·적극적 의사결

정의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멀티채널 활용형은 모든 어려움을 가장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유형은 모든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의 차이 

유형별 보험상품의 특수성 차이를 살펴보면, 장기성에 대한 인식 수준

은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형성(p<.05), 복

잡성(p<.001), 전문성(p<.001)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유형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8>참고). 무형성에 대

한 인식은 멀티채널 활용형과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복잡성은 

멀티채널 활용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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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요소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전체
(N=1048)

비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73)

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13)

하이브
리드형
(N=319)

멀티
채널
활용형
(N=243)

F

인
과
적

조
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에 대한 
 인식

3.18
(.84)1)

3.23
(.82) b

3.15
(.89) a

3.07
(.81) a

3.29
(.83) b

3.70*

 장기성에 대한 
 인식

3.85
(.67)

3.79
(.66)

3.90
(.77)

3.84
(.64)

3.90
(.63)

1.65

 복잡성에 대한 
 인식

2.96
(.81)

2.94
(.76) a

2.80
(.85) a

2.92
(.80) a

3.18
(.78) b

9.62***

 전문성에 대한 
 인식

3.26
(.62)

3.08
(.55) a

3.23
(.67) b

3.25
(.60) b

3.51
(.62) c

21.74***

맥
락
적 

조
건

환경적 요인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3.18
(.62)

2.91
(.55) a

3.04
(.62) b

3.22
(.57) c

3.54
(.56) d

56.30***

 보험 정보제공환경
 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2.82
(.76)

2.71
(.74) a

3.05
(.83) c

2.87
(.76) b

2.69
(.66) a

11.80***

중
재 
적 

조
건

중재적 요인

 소비자 자신감
2.85
(.68)

2.78
(.65) a

3.02
(.78) b

2.93
(.63) b

2.68
(.65) a

12.23***

 관여도
3.59
(.59)

3.34
(.59) a

3.60
(.62) b

3.67
(.56) b

3.76
(.49) c

28.01***

 시간자원의 
 충분성

3.17
(.65)

2.96
(.61) a

3.39
(.69) b

3.29
(.63) b

3.07
(.59) a

24.97***

 인적자원의
 충분성

2.97
(.87)

2.42
(.78) a

3.17
(.93) c

3.07
(.78) b

3.27
(.74) c

60.75***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멀티채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하이브리드형과 대

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중간 수준이며,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멀티채널 활용형이 무형성, 복잡성,

전문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8>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의 차이 

의수준: *** p< .001, * p< .05

1)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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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은 보험 유통환경과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모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험 유통환경의 소

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은 멀티채널 활용형, 하이브리드형, 대면 유통채

널 활용형,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 정보

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하이브리드형이 중간 수준이며,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멀티채

널 활용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의 경우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 친화성 모두 가장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이 유형이 보험관련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재적 요인인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시간자원의 충분성, 인적자원의 

충분성은 모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소비자 자신감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이 높고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멀티채널 활용형이 낮게 나타났다. 관여도는 멀티채

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이 중간 수

준이며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낮았다. 시간자원은 대면 유통채

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이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멀티채널 활용형

에 비해 충분했으며, 인적자원의 충분성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멀티

채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하이브리드형이 중간 수준이었으며 비대면 유

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재적 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모든 중재적 요인이 가장 낮은 집단이라

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 결과의 차이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결과는 설명의 의무 강화에 대한 기대와 보험 유

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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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전체
(N=10
48)

비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73)

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
(N=213)

하이브
리드형
(N=319)

멀티
채널
활용형
(N=243)

F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

3.08
(.85)1)

2.51
(.80) a

3.26
(.90) b

3.24
(.71) b

3.37
(.71) b

68.03**

 구매 후 만족도
3.33
(.66)

2.99
(.63) a

3.37
(.74) b

3.40
(.59) b

3.57
(.56) c

41.66***

 구매 후 
 부정적 감정

2.77
(.76)

2.93
(.69) c

2.44
(.75) a

2.67
(.69) b

3.03
(.80) c

31.47***

 불만행동의 적극성
3.24
(.62)

3.15
(.55) a

3.35
(.73) b

3.32
(.62) b

3.15
(.58) a

7.83***

 구전활동의 적극성
3.09
(.76)

2.67
(.71) a

3.13
(.82) b

3.19
(.68) b

3.40
(.65) c

49.37***

 전환비용인식과 
 계약유지 성향

3.03
(.68)

3.04
(.62) b

2.86
(.76) a

2.96
(.62) a

3.25
(.68) c

14.72***

 설명의 의무강화에
 대한 기대

3.91
(.77)

3.89
(.88)

4.00
(.81)

3.85
(.73)

3.92
(.64)

1.76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

3.86
(.75)

3.85
(.80) a

3.96
(.79) b

3.78
(.75) a

3.88
(.63) b

2.42†

 보험유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3.76
(.76)

3.78
(.83)

3.77
(.79)

3.70
(.72)

3.81
(.68)

.99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참고).

<표 4-9>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 결과의 차이

유의수준: *** p< .001, ** p< .01, † p< .1

1)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은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대리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대리인과의 관계가 구매 이후에 얼마나 원활하게 지

속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

형, 하이브리드형, 멀티채널 활용형이 높고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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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유통채널보다는 대면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인

과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대리인과의 관계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것을 알 수 있었다. 구매 후 만족도는 멀티채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이 중간 수준이며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낮았다. 실망 후회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은 멀티채널 활

용형과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하이브리드형이 중간 수준

이며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매 후 불만행동에 

대해서는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이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였으며, 구전활동의 적극성은 멀티채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이 중간 수준이며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가장 낮았다. 전환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려는 성향은 

멀티채널 활용형이 가장 높고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중간 수준이며 

대면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멀티채널 활용

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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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본 절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별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무형성을 크게 인식하는 반면 복잡성과 전

문성을 낮게 인식하고,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제공환경이 소비자친화적이

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유형은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

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자원 및 인적자원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의 비대면 채널을 주로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 결과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

에 대한 심리적 부담, 보상·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적게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 비교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이 용이한 비대면 유통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능동적·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대리인을 활용함으

로써 완화될 수 있는 다른 어려움들은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 이 유형은 대리인과의 관

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구매 후 만족도가 낮으며 실망 후회 걱정 등 구매 

후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 후 불만행동

이나 구전행동에 소극적이며,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수준

이 낮았다.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의 의사결정과정은 보험관련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 시간자원 및 인적

자원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은 보험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여도와 소



- 103 -

비자 자신감도 낮고 시간자원과 인적자원도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

이 높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대리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데 실패하고 전반

적인 만족도가 낮으며 불만행동, 구전행동,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

한 기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의사결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무형성과 복잡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보험 

유통환경에 대해서는 소비자친화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보험 정보제공환경에 대해서는 소비자친화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

은 소비자 자신감의 수준이 높고 관여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시간

자원과 인적자원이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면채널의 대리인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어려움의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체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면 유통채

널 활용형의 대리인에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이 비교적 효과

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대리인

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대리인의 권유나 의견을 수

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하

기 어려운 반면에 다른 어려움들은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소했을 것으

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 이들은 대리인

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구매 후 부정적 감정의 수준이 낮으며 전

반적인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다. 이 유형은 불만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전환비용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낮으며, 정보

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

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소비자 자신감이 높고 시간자원 및 인적자원이 충

분하여 대리인을 대면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 104 -

하이브리드형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마찬가지로 무형성과 복잡성

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험 유통환경에 대해서는 소비자친화성을 높게 

인식하며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 친화성은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 유형은 소비자 자신감의 수준이 높고 관여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

이며, 시간자원이 충분하다는 점에서는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공통적

인 특성을 가지나, 인적자원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이들은 설계사, 대리점, 보

험회사 임직원 등의 대면 채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

티나 지인 등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신

뢰성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결과,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어려움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는 차별적

으로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하여 대리인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대면 유통

채널 활용형에 비해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덜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면 유통채널의 대리인과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대리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구매 후 

만족도가 높다. 또한, 불만행동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환비용의 인식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낮아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멀티채널 활용형은 무형성, 복잡성,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지만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은 낮게 인식한다. 또한 관여도는 높은데 

소비자 자신감은 낮으며 시간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충분한 특성

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들은 모든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

장 높은 수준으로 직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노력절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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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동시에 취한다. 멀태채널 활용형은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대리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구매 후 만족도도 

높으며 구전활동도 활발하다. 반면에, 실망·후회·걱정 등 부정적 경험도 

많이 경험하지만 불만행동에 소극적이고 전환비용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

려는 성향이 높아 소비자효용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관여도는 높은데 비해 자신감

이 낮아 충분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채널과 정보원천을 활

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

한 의사결정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을 활용하는

데 이는 시간이 부족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소비자는 과업을 단순화

(Wright, 1974)·신속화하거나(Payne et al., 1988) 제한된 정보를 사용한다

는(Miller, 1960)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경험을 통해 대리인과 신뢰를 쌓고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이나 후회, 걱정 등 부정적 경험도 동시에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의 질에 의해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소비자 자신감이 낮아 불만을 경험하더

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저하고, 전환비용을 크게 

인식하여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의

사결정과정의 특성을 정리하여 <표4-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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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 유형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하이브리드형
멀티채널 
활용형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에 대한 인식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장기성에 대한 인식 * - - - -

 복잡성에 대한 인식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전문성에 대한 인식 낮음 보통 보통 높음

환경적 요인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낮음 높음 보통 낮음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높음 낮음 낮음 높음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낮음 보통 낮음 높음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보통 낮음 낮음 높음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높음 낮음 낮음 높음

 구매후 가치 평가의 어려움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보통 낮음 보통 높음

중재적 요인

 소비자 자신감 낮음 높음 높음 낮음

 관여도 낮음 보통 보통 높음

 시간자원의 충분성 낮음 높음 높음 낮음

 인적자원의 충분성 낮음 높음 보통 높음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의 질 낮음 높음 높음 높음

 구매 후
 만족·불만족

 구매 후 만족도 낮음 보통 보통 높음

 구매 후 부정적 감정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구매 후 행동
 

 불만 행동의 적극성 낮음 높음 높음 낮음

 구전 행동의 적극성 낮음 보통 보통 높음

 전환비용의 인식과 계약유지 성향 보통 낮음 낮음 높음

 정부의 지원   
 업계의 개선
 기대

 설명의 의무 강화 * - - - -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보험 유통환경 개선 * - - - -

<표4-10>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

*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위의 표는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사후분석의 결과 2집단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였고, 3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높음, 보통, 낮음으로 구분하였으

며, 4집단 간 차이가 검증된 경우에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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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별로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어

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유형이 활용하는 전략

과 경험하는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질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에서는 보험소

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략

을 활용하는 것으로 어려움과 전략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어려움을 전략

채택의 선행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양적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측정할 때 전략을 활용하기 전과 전략을 활용하고 난 후의 어려움을 구

분하여 측정하지 못해 전략활용 전후의 어려움이 혼합된 결과가 나타났

다. 즉, 측정상의 한계로 인해 양적 연구 결과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을 채택할 뿐만 아니라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

움의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멀티채널 활용형의 경우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어려

움을 많이 경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이나 하이브리드형의 경우

에는 대면 유통채널 및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함으로써 구매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대부분 해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하이브

리드형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달리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추가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의 경우도 능동적·적극적 의사결

정의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대면 채널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대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대한 피하고 능동적이

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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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경

험하는 현상의 맥락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를 발

생시키는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보험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근거이론 접

근법을 적용하여 보험소비자가 경험하는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렇게 도출된 모형을 토대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실증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절에서는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보험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적 조건 하에서 직면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인

해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보험 유통환경과 정보

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 등 

각 소비자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이 완화되거나 가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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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보였으며,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채택하

는 적응전략도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경험은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었고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구매 후 만족·불만족, 구매 후 행동,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의

사결정 전략을 수정하여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상황의존적 의사결정이론이 적합하며,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맥락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보험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하

는 전략은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하는 채널

활용 전략과 의사결정의 연기·중단과 노력절감 의사결정 등 인지적 부담

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채널활용 전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및 구매관련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위험을 최소화하

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며, 인지적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채택하는 전략은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욕구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욕구를 

어떻게 절충했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보험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 중 비용편익적 접근법을 

적용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보험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주

된 현상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주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전략을 취하

고 있었으나 그 효과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보험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

는 의사결정 전략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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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모두 이상적인 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험소비자들은 자신이 처

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각 활용가능한 의사결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수행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구매의사

결정과정의 어려움은 보험 정보제공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

는 것이며,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소

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다양한 정보전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

정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정책은 특정 채널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험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채널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효과적이다.

넷째,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보험상품의 특수성이나 보험 유

통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의해 가중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인식하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의 수준을 낮춰주고 보험 유통 

및 정보제공 환경을 소비자친화적으로 조성해줌으로써 보험소비자가 구

매의사결정 시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

험소비자가 인식하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의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보험관

련 환경의 소비자친화성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노

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험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 시 활용하는 전략에 따라 완화되

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다.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켰으며, 하이브

리드형은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함으로써 능동적·적극적 의사결

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대면 유통채널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는 공통

점을 가지는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은 정보탐색 및 대안

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상품 및 계약내용 이해의 어려움,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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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소

비자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결정 전략에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효과는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비대면 채

널을 활용함으로써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켰고 하이

브리드형은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활용함으로써 능동적·적극적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이브리드형은  

대면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상품 및 계약내용 이해

의 어려움,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을 완화시켰다. 반면에, 멀티채널 활용형은 모든 전략에 대한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이 완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

는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전략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의 

질이 의사결정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험소비자가 직면한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결정

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가 대면 및 

비대면 유통채널,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

보를 얻고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멀티채널 활용형과 같이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집단에

게 효과적인 의사결정 전략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은 구매의사결정에서 주로 활용하

는 전략에 따라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하이브

리드형, 멀티채널 활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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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소비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유

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덟째,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의 중재적 요인은 보험 구

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거나 가중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험소비자들의 전략 선택 및 의사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이었다. 소비자 자신감이 높은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과 하

이브리드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덜 느끼

고, 구매 후 불만 행동에 대해 적극적이며, 전환비용 때문에 계약을 유지

하려는 성향이 낮아 대체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관여도가 높은 유형일수록 다양한 의사결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었으며 인적자원 및 시간자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대면 유통채널

의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가용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줌으로써 의사결정 전략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홉째,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의

사결정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가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보험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었으며 이

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의 중재적 요인은 각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범주 및 개념의 내용이 일반

적인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보

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자신감은 일반적인 소비자 자신감

에 비해 이해력의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인의 추천을 수

용해야 하는 상황이 가용한 인적자원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또한, 대리

인과의 관계 정립이나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이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는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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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이상에서 논의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 실무적 측면, 후속 연

구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1. 정책적 제언

첫째, 취약유형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을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유통채

널 활용형의 경우 보험관련 환경에 대해 소비자친화적이지 못하다고 인

식하고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가 낮으며, 인적자원 및 시간자원이 부족

하여 구매 후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후 불만행동에 대해 소

극적인 태도를 취해 대체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었다. 그

러므로 이 유형이 의사결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 유통환

경 및 정보제공환경을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취약 유형을 대

상으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여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들은 평소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어려워 다른 일반 상품에 비

해 보험에 대한 관여도와 자신감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험구매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고, 관련 정보들을 어디

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험소비자 교육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보험소비자 

교육을 통해 보험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 알려 보험에 대한 인식을 긍

정적으로 전환하고, 보험 구매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섭력을 향상시킨다면 보험에 대한 관여도와 소비자 자신감이 

높아져 불완전 구매가 감소하고 보험소비자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보험 구매 시 믿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용한 인적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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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보험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용, 형식, 절차의 측면에

서 소비자의 시각에 맞추어 설명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소

비자들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업계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설명의 의무 강화를 꼽았다. 보험소비자들

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제약조건 등 구매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

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보험소비자가 구입

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후 소비자의 책

임을 묻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험 

판매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각각의 내용이 어

떠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보험소비자가 인지하는 무형

성을 낮춰줄 수 있는 정보제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소비자들은 보

험상품의 무형성으로 인해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므로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

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보험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

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원

하는 맞춤조건에 따라 상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재현해 볼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평가

정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보험상품의 

내용을 경험할 수 있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하는 데 필요

한 인지적 노력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제공 방식은 가

입 시 뿐만 아니라 구매 후 유지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구매 후 유지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사결

정을 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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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제언

첫째, 보험상품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복잡성의 수

준을 낮추고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보험상품의 복잡성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근

본적인 원인이었다. 특히, 멀티채널 활용형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크게 인식하고 관여도는 높은데 소비자 자신감이 낮아 다양한 전략을 적

극적으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

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구조

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복잡성의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이 효

과적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경쟁은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여 상품구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러한 경쟁방식은 보험상품의 구조를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보

험이해력을 저해하고 보험관련 소비자문제를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이러

한 경쟁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

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험상품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비자의 보험이해력 

및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해식, 2013). 보험업

계에서는 이러한 상품구조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

사한 기능을 가진 상품별로 기본적인 상품의 구조를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상품의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리인들이 보험비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소비자의 의사결

정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은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의 수준이 낮고 시간자원 및 인적자원이 부족

하여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크게 경

험하는데,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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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줌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대면 채널의 대리인이 이 유

형의 소비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여 정보처리 시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

고, 상품의 결과를 수치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인 형태로 제

시하여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매 후 가치평가나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반면에,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능동적·적극적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집단이므로 대면 채널의 대리인들은 소비

자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소

비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차별적인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의 경험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며, 이는 대리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나아가 보

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보험소비자에게 필요한 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

해야 한다. 유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아 대리인과의 관계가 긍정적

으로 정립된 소비자는 구매 후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현재 대리인과 

거래를 지속할 의향이 높은 반면, 가입 이후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

거나 추가적인 상품판매를 위한 판매자 위주의 유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는 구매 후 만족도가 낮고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팔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단기실적 

중심의 판매 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지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장기적인 판매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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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첫째, 본 연구는 보험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으므로 보험을 구매하려는 시도는 하였으나 실제 구매는 하지 않

은 소비자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의

사결정의 어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소비자가 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는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제약으로 보험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이

므로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소비자 유형은 왜 의사결정을 회피

하며 이러한 유형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인과 

어려움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험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측정할 때 시점의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가진다. 즉,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최초로 직면한 어려움의 수준과 

전략을 활용한 이후의 변화된 어려움의 수준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했

다. 따라서 후속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

떤 전략을 활용하며, 그로 인해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는지 등 어

려움과 전략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밝혀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검증하여 어려움이 가

중되거나 완화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는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험상품의 유형에 따라 소

비자가 인지하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전략선택 등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보험소비자가 

겪는 경험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보험

상품 유형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거나 상품별로 차별적인 판매전략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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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보험이해력과 교육경험 등 보험소비자의 지식 및 경험관련 요인

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자 자신감과 관여도는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중재적 요인임이 밝혀졌고, 지식 및 

경험관련 요인은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보험소비자의 지식 및 경험이 소비자 자신감과 관여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보험구매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보험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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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14) 하위범주 (51) 범주 (16)
패러다임 
요소

보험상품의 무형성 무형성

보험상품의
특수성

인과적 
조건

장기상품
장기성

평생을 가지고 가야하는 상품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복잡성

계약 내용의 복잡성

전문적인 분야
전문성

전문용어

보험 상품의 종류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화

보험  
유통환경

맥락적 
조건

유사한 기능의 상품이 많음

비대면 채널의 발달
판매채널의  다양화

비전속 설계사 등장

설계사를 통한 거래 중심
대인적  채널의 발달

상담사를 통한 거래 확대

대리인의 전문성 및 대응성 부족

서비스 제공  미흡
계약시 모호하고 불충분한 상품정보 제공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비스절차

마케팅 차원의 유지서비스

비교정보를 찾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
정보의 접근성 부족

보험  
정보제공
환경

정보원천 및 가입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

상업성 위주의 편향적인 정보

유용한 정보  부족소비자 평가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

개인화된 비교견적정보의 제약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제공 방식
비효율적인  정보제공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함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범주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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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14) 하위범주 (51) 범주 (16)
패러다임 
요소

과도정보에 대한 인지적 부담과 혼란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보험  
구매의사
결정의 
어려움

중심현상

전문적인 성격에 따른 정보처리의 어려움
신중한 선택에 대한 부담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불안감
대리인의 영향을 받기 쉬움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
인간적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철회 및 
해지 어려움

상품 및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보상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음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유지서비스의 유용성 낮음
실질적 혜택 이전에는 효용을 느끼기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피해를 입증할 능력 부족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경험을 통한 학습 부족

보험이해력

소비자  
자신감

중재적 
조건

보험이해력의 수준 낮음
의사결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격적인 마케팅

소비자의  교섭력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
소비자의 불리한 지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형식적인 확인절차
억울함, 배신감, 부당함 등 부정적 감정 유발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

불완전구매  경험
기대와는 다른 보장범위로 해지 
대리인의 필요성

대리인의  필요성 인식
대리인에 대한 의존도 높음
지속적인 관심 및 정보탐색 부족

관심 및 선호형성

관여도

소비자 선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보험의 유용성 인식
보험가입의  필요성 인식

가입의 자발성 및 적극성

보험료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 신중성의 차이 납입보험료  수준

업무부담으로 시간부족
시간의 제약

가용한 
자원

근무시간 중 상담불가
시간비용의 인식
대리인과 신뢰관계 형성

대리인과의  관계
접근가능한 지인의 유무
신뢰할만한 대리인의 부재

지인의 추천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범주화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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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14) 하위범주 (51) 범주 (16) 패러다임 
요소

이해하기 쉬운 설명

이해력 제고로 인지적 편의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전략

비교가능정보제공

대리인을 통한 선택적 대안탐색

조건에 따른 개인화된 정보 신속제공
신속한 대응으로 시간절약

신속한 응대

궁금증 해결

확인절차를 통한 
불안감 해소

대인적 정보원천에서 결정적 세부정보 
확인

확신부족 시 불안감해소

습관적 거래 지속 습관적 거래 지속

가입강요 없음
능동적 의사결정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소비자 주도적 의사결정

접근용이성
시간활용의 융통성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가입권유 전화를 통한 가입으로 비교 및 
선택 제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소비자들의 평가정보 활용
소비자주도적 정보 활용으로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불특정다수를 통한 다양한 정보

부정적  구전정보에 민감하게 반응

지인을 통한  확인
정보의 검증

인터넷에서 회사정보 등 추가확인

대리인과 접촉 이전의 사전적 정보탐색 교섭력 향상

판단하기 어려워 의사결정 보류 인지적 부담의 일시적 해소 의사결정의  
연기·중단수익률 파악이 어려워 의사결정 보류 미해결 상황에 대한 불편함

상품이외 단순한 속성으로 평가
인지적 편의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

직관적 판단

성급한 결정
불안감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범주화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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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14) 하위범주 (51) 범주 (16)
패러다임 
요소

관리 받는 느낌

대리인과 신뢰형성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결과

대리인의 적극적인 유지서비스 제공

대리인의 도움으로 어려움 극복

신뢰하는 대리인과의 거래유지 의향 지속적 관계유지 의향

심리적 안정감 구매 후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

구매 후  
만족·불만족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만족

기대와는 다른 상품내용

실망, 후회, 걱정 등 
부정적 감정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소비자책임에 대한 인식
불만에 대한 소극적 대처

구매 후  
행동

소극적 불만 의사표시

만족한 가입채널에 대한 추천
지인에게 구전활동

불만족한 상품·채널에 대한 비추천

해지 시 손해감당에 대한 부담감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과 
계약유지

새로운 관계 형성 비용에 대한 부담

전환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경우 
해지의향 있음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설명

설명의 의무 강화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

보상제약 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충실히 제공

실제 이해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필요

조건에 따른 개인화된 맞춤정보 제공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
전문용어 사전기능 등 추가

운용보고서 내용 및 제공방식 개선

정보제공 채널에 대한 홍보 필요

보험상품 구조의 단순화

보험 유통환경 개선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소비자친화적 유지서비스 제공

보험료 납부방식 확대

보험소비자 교육 실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범주화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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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연금(저축)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 전문성, 복잡성
- 장기성
- 상대적으로 복잡성을 낮게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계약 시 모호하고 불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하는 유통환경이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
- 설계사 등 대인적 채널 중심으로 보험이 판매되는 것은 소비자의 능동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인식

 보험 
 정보제공환경

-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는 등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인식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전문적인 정보처리의 어
려움

- 정보탐색 시 전문적인 정보처리의 어려움
-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 소비자 피해해결의 어려움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주관적 보험이해력 수준은 보통

- 교섭력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수준
- 보험가입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

 관여도 - 보험은 필요할 때에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탐색이 부족
- 보험에 대한 긍정적 경험(보상경험)으로 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인식
- 보험가입의 필요성(질병 및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보장)에 대한 자발적 인식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소비자 책임에 대해 인식

 가용한 자원 - 기존의 거래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온라인비교사이트 상담사 존재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기존 대리인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비교견적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아 시간절약

- 견적정보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으로 궁금
한 사항에 대해 전화상담하여 이해력 제고 및 궁
금증 해결

- 보험회사 직원의 판촉전화를 통해 상품의 특성에 대
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음 

-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혜택(거치기간에 따른 
실수령액)에 대한 2차 상담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온라인비교사이트는 특정 상품 가입에 대한 강요
가 없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 정보탐색 후 능동적으로 가입의사결정
-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시간활용이 편리하여 
비대면채널 선호

- 판촉 전화를 통한 가입으로 비교 및 선택 제한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보험회사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정보를 온라인 검색을 통해 추가적
으로 확인하고, 부정적 평가 정보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을 선택

- 가입할 상품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홈페
이지, 전속 상담사)를 통해 상품정보 최종확인

-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를 참고

- 온라인 검색을 통해 상품정보 및 보험회사의 재무정
보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정보의 검증절차를 거
침.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기존의 거래를 통해 대리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
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현재 대리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 가입 후 사후관리 차원의 유지서비스가 미흡하여 대
리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정립되지 못함.

 구매 후 
 만족불만족

- 보험가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 일찍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듬. 

- 노후준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
-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을 이해한 내용과 실제 상품
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불만

 구매 후 행동 - 약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므로 이로 인한 불만 발생 시 판
매자측에 항의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처

- 불만을 경험 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소극적 
대처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조건에 따른 검색이 가능한 맞춤비교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채널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정보
활용의 편의성 제고)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상품 및 계약의 내용에대
해 소비자가 실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의 필
요성을 제기(설명의 의무 강화)

- 소비자친화적 유지서비스 제공을 기대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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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연금(저축)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 장기성, 전문성에 대한 인식
- 무형성, 장기성 인식
- 상대적으로 복잡성을 낮게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 등 대인적 채널이 중심이라는 인식
- 설계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보험 유통환경이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다고 인식

 보험 정보제공
 환경

- 상업성 위주의 편향적인 정보가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
- 원하는 조건에 따른 비교견적 정보를 얻는 데 제약(개인정보 제공 및 가입권유)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능동적·적극적 의사
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전문용어 등 전문적인 
정보처리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전문용어 등 전문적인 정
보처리의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
려움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보통 수준

- 교섭력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 수준
- 보험가입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

 관여도 - 관여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주변인의 사고를 계기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
식
-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가입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보
험료 납입(연납)관리

- 관여도는 낮은 편임.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평소에 적금 등으로 노후준비, 연금보험에 대한 관
심은 부족 

- 소득공제 혜택이 가입의 직접적인 계기

 가용한 자원 - 지인을 통해 새로운 설계사를 소개받음.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음.
- 견적정보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으로 궁금

한 사항에 대해 전화상담하여 이해력 제고 및 궁
금증 해결

- 가입 시 상품에 대한 간단한 확인과 가입절차에 대
한 전화안내를 받음.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설계사를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가입강요 등) 
때문에 온라인 정보탐색을 통해 대략적인 대안평
가기준 획득

- 온라인 정보탐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획득하여 시간활용의 융통성 제고

-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상품이라 정보탐색 및 대안평
가 시 비대면채널 선호

- 온라인 정보탐색 후 가입상품을 능동적으로 결정하
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비교적 객관적인 소비자주도적 정보를 얻기 위해 
보험에 특화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일반 커뮤
니티의 정보를 선호

 노력절감형
 의사결정 전략  

- 덜 복잡한 상품이므로 간단한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
단, 정보탐색 및 대안 평가에 들이는 시간 및 노력
이 적음.

- 상품 간 차이가 작아 상품 이외의 속성(사은품)으로 
평가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가입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의 신속한 응
대 서비스로 대리인에 대한 신뢰 형성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구매 후 
 만족불만족

- 보험가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만족 

- 보험가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구매 후 
 행동

- 대리인(설계사)를 지인에게 추천
- 전환의향 없음.

- 대리인(상담사) 추천의향 없음.
- 전환비용(해지시 손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의향 없
음.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해주기를 기대(정보활
용의 편의성 제고)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B)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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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연금(저축)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 장기성, 전문성에 대한 인식
- 은행창구를 통해 가입하여 보험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함.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대리인의 전문성 및 대응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 계약시 모호하고 불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해지한 경험이 있음.

 보험 정보제공
 환경

- 상업성 위주의 편향적인 정보가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
-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불편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미래에 변경될 조건(갱신조건 등)이 불명확하여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
려움

- 소비자 피해해결의 어려움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보통 수준

- 소비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 불완전 구매 경험
- 보험가입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

 관여도 - 관여도는 대체로 낮은 편임.
- 평소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주변인의 사
고를 계기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 비자발적 동기(TV홈쇼핑 광고)를 보고 홈쇼핑 채
널을 통해 가입

- 관여도는 매우 낮은 편임.
- 은행직원의 권유로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가
입

 가용한 자원 - 전문성을 갖춘 지인 및 대리인의 부재, 시간부족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대리인(상담사)에게 전화상
담을 요청하였으나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함.

- 소득공제 혜택에 관한 은행직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
고 바로 가입결정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때문에 비대면 채널을 선호
- 일방적인 정보제공(TV홈쇼핑 채널에서 광고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가입여부를 판단)으로 비교 및 선
택권 제한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다수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탐색

 노력절감형
 의사결정 전략 

-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의 편의성 때문에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가입

- 성급한 결정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가입과정에서 대리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리인에 
대한 불신 형성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인 안정감 - 기대와는 다른 상품 내용으로 불만족

 구매 후 
 행동

- 구매채널(판매채널)에 대해 비추천(일방적인 정보
제공으로 현혹되기 쉬움)

-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의향 없음.

- 금전적 손해를 보고 해지
- 불만에 대한 소극적 대처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
권 보장을 기대

- 전문용어사전기능 추가 등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
고 기대

- 보상제약 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충실
히 제공할 것을 기대(설명의 의무 강화)

- 보험소비자 교육 실시 기대(보험유통환경개선)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C)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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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연금(저축)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장기성, 무형성, 복잡성, 전문성에 대한 인식
- 무형성
-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보험상품은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
- 유지서비스에 소비자의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유지서비스는 마케팅 차원이라 소비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보험 정보제공
 환경

- 상업성 위주의 편향적인 정보가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

려움

-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 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대체로 낮은 수준

- 보험산업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교섭력
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 보험가입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대리인의 도
움이 필요하다고 인식

-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쉬움

 관여도 - 관여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가족력 때문에 평소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
- 기가입한 암보험이 있었으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자 추가적인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식 

- 관여도는 매우 높은 편임.
-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가입의 필요성 인식

- 납입보험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

 가용한 자원 - 기존에 거래를 지속해오던 대리인이 있음.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대리인에게 적합한 상품 추천 및 비교견적정보를 
요청하여 대리인을 통한 선택적 대안탐색

- 가족의 보험을 관리하는 대리인과 습관적으로 거래
지속

- 전화상담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나 대안에 대한 간
단한 정보를 확인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비대면 채널(인터넷)을 통한 가입으로 능동적 의사
결정(대안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대리인(상담사)과의 접촉 이전에 사전적인  온라인 
검색을 통해 교섭력 향상

- 소비자주도적 정보활용으로 정보의 객관성 및 신
뢰성 확보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가입이후 대리인의 유지서비스 부족으로 대리인과 
부정적인 관계 형성

- 향후 거래를 지속할 의향 없음.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인 안정감 - 심리적인 안정감

 구매 후 
 행동

- 구매채널, 상품에 대해 비추천
-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의향 없음.

- 구매채널, 상품에 대해 비추천
- 전환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의향 없음.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판매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보험유통환경개선)
- 보험상품 구조의 단순화 기대(보험유통환경개선)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D)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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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연금(저축)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 복잡성
- 장기성
- 상대적으로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다고 인식
- 보험이라기 보다는 저축(적금)의 개념으로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보험상품이 다양하고 어려워 소비자가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어렵다고 인식
- 비대면 채널의 발달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 설계사 등 대인적 채널의 발달은 소비자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인식

 보험 정보제공
 환경

- 많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어렵다고 인식 
- 다른 상품에 비해 소비자 평가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
- 보험관련 정보탐색 및 가입채널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 보상서비스관련 어려움(보상절차의 복잡)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높은 수준

- 소비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관여도 - 관여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평소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식
-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인식

- 관여도는 낮은 편임.
- 평소 노후대비용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
나 특별히 연금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가용한 자원 - 전문성을 갖춘 지인 및 대리인의 부재 - 시간부족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사전적 정보탐색 과정에서 결정한 대안에 대한 상
세정보를 대리인(상담사)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확
인하고 의사결정에 대해 확신

- 해당상품의 특성(수익률)에 관한 대리인(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음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으로 능동적 의사결정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다수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탐색

- 부정적 구전정보에 민감
- 대리인과 접촉 이전의 사전적 정보탐색으로 교섭

력 향상

 노력절감형
 의사결정 전략 

- 수익률(이율)을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가입결정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인 안정감 - 심리적 안정감과 뿌듯함.

 구매 후 
 행동

- 구매채널에 대해 추천 의향 없음. - 전환비용(번거로움)에 대한 인식으로 계약유지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조건에 따른 개인화된 맞춤정보 제공 기대(정보활
용의 편의성)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E)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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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변액연금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 복잡성 - 전문성, 복잡성을 높게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비전속 설계사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 계약 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불편하다고 인식

 보험 
 정보제공환경

- 온라인 비교사이트 등에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
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대체로 높은 수준

- 소비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 불안전구매 경험(변액보험)
- 대리인의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 인식

 관여도 - 관여도는 높은 편임.
- 가족력 때문에 평소 질병보험에 대한 관심 있었

음.
- 평소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을 계기로 가입결심

- 관여도는 높은 편임.
- 평소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
- 노후대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결심

 가용한 자원 - 기존의 거래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대리인(설계사) 
존재

- 기존의 거래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대리인(설계사) 
존재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사전적 정보탐색 과정에서 결정한 대안들에 대한  
대리인(설계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본인이 최종결
정

- 대리인을 통한 선택적 대안탐색(상품추천 요청)
- 대리인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이해력 제고 및 
세부정보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한 불안감 해소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대략적인 상품 정보는 온라인 검색울 활용하여 시
간활용의 융통성 및 편의성 제고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상품비교정보 탐색
- 다수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탐색
- 대리인과의 사전적 정보탐색으로 교섭력 향상

- 지인을 통해 대리인이 추천한 상품에 대해 추가적으
로 검증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대리인의 적극적인 유지서비스 제공으로 대리인과
의 신뢰형성

- 가입과정 및 가입 후 유지서비스 단계에서 대리인에 
대한 신뢰 형성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인 안정감, 만족도 높은 편임. -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 가입에 대해 대체로 만족

 구매 후 
 행동

- 대리인을 지인에게 추천
- 해지의향 없음

- 대리인을 지인에게 추천
- 해지의향 없음.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정보 제공 기대(정보활
용의 편의성)

- 보험소비자교육 실시(보험 유통환경 개선)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F)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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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변액연금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장기성, 복잡성 - 장기성으로 인한 결과의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설계사 등 대인적 채널의 발달은 소비자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인식
- 계약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 후에는 마케팅 차원의 유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보

험 유통 환경이 소비자친화적이지 못하다고 인식

 보험 정보제공
 환경

- 정보제공 방식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고 인식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운용보고서의 실제 수익률을 이해하기 어려움)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높은 수준

 관여도 - 관여도는 낮은 편임.
- 평소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 납입보험료의 수준이 낮아 상품안내 전화를 통해 

가입

- 관여도는 매우 낮은 편임.
- 평소 변액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 지인(친지)의 부탁으로 비자발적 가입

 가용한 자원 - 전문성을 갖춘 지인 및 대리인의 부재, 시간부족 - 대리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대리인을 통한 선택적 대안탐색
(전화로 상품에 대한 간단한 안내 받음.)

- 대리인을 통한 선택적 대안탐색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비대면(상품안내전화) 채널을 통한 가입으로 간단
하고 신속한 절차

- 안내하는 상품으로 선택권 제한

 노력절감형
 의사결정 전략

- 납입보험료의 수준이 낮아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
명을 들은 후 간편한 방법(전화)로 즉시 가입

- 상품의 이름(여성질병보험)으로 상품의 특성에 대
해 직관적으로 판단

- 대리인이 추천한 대안 중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상
품을 선택하여 가입결정

 의사결정의  
 연기·중단

- 투자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수익률 파악이 
어려워 의사결정을 보류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 가입 후 대리인의 유지서비스 소홀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인 안정감 - 가입 후 대리인의 관리소홀로 후회
- 수익률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제공되
지 않아 불만

 구매 후 
 행동 - 대리인, 구매채널에 대해 추천 의향 없음.

- 해지의향이 있으나 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으
로 계약유지

- 대리인이나 상품에 대한 추천의향 없음.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보상 제약 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충
실히 제공하기를 기대(설명의 의무 강화)

- 운용보고서 내용 및 제공방식 개선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

- 판매인의 자격요건 강화(보험유통환경개선)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G)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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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변액연금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무형성, 장기성
- 무형성
- 장기성으로 인한 결과의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보험상품이 다양하여 소비자가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고 인식
- 설계사 등 대인적 채널의 발달은 소비자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인식
- 비대면 채널의 발달로 계약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
- 유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수준도 미흡

 보험 정보제공
 환경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 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실질적 혜택 이전에는 효용을 느끼기 어려움)

-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운용보고서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높은 수준

- 소비자의 교섭력이 낮다고 인식

 관여도
- 관여도는 낮은 편임.
- 평소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 관여도는 낮은 편임.
- 평소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변액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

- 은행직원의 권유로 가입

 가용한 자원 - 시간부족 -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의 부재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대리인(상담사)이 제공한 비교정보와 설명으로 이
해력 및 인지적 편의 제고

- 대리인을 통한 선택적 대안탐색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한 정보탐색
- 인터넷을 통한 가입으로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소비자주도적 정보 활용
으로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노력절감형
 의사결정 전략

- 직관적 판단기준(보험회사에 대한 호감도)으로 대
안 평가

- 대리인의 추천을 적극 수용하여 즉석에서 가입결정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 운용보고서 등 유지서비스 소홀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 안정감
- 기대와는 다른 상품내용(갱신조건)으로 실망
-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

- 가입 후 대리인의 관리소홀로 후회
- 수익률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제공되
지 않아 불만

 구매 후 
 행동

- 구매채널에 대해 추천 의향 없음.
- 전환비용(해지시 손해 감당비용)이 적다면 해지 

및 전환 의향 있음.

- 전환비용(해지 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부담으로 계
약유지

- 대리인이나 구매채널에 대한 추천의향 없음.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보상 제약 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충
실히 제공하기를 기대(설명의 의무 강화)

- 상품의 구조 단순화 및 종류 축소
-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보험유통환경개선)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H)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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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변액연금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장기성, 무형성 - 장기성으로 인한 결과의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설계사 등 대인적 채널의 발달은 소비자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인식
- 보험상품이 다양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어렵다고 인식

 보험 정보제공
 환경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
려움

-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낮은 수준

- 소비자의 교섭력이 낮다고 인식
- 불완전구매로 인한 해지경험
- 전문적인 대리인의 필요성 인식

 관여도 - 관여도는 높은 편임.
- 평소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가족의 출생으로 자발적으로 가입결심
-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

- 관여도는 낮은 편임.
- 평소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변액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

- 대리인(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가입

 가용한 자원 - 기존의 거래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대리인(설계
사) 존재, 

- 기존의 거래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대리인(설계사) 
존재, 

- 시간부족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대리인에게 적합한 상품추천을 의뢰하여 선택적
으로 대안을 탐색하여 인지적 편의 제고 및 시간 
절약

- 대리인의 추천에 의한 선택적 대안탐색으로 인지적 
편의 제고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상품의 평가에 대
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노력절감형
 의사결정 전략

- 대리인의 추천을 적극 수용하여 인지적 편의 제
고

- 대리인의 추천을 적극 수용하여 지적 편의 제고
-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불안감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대리인의 적극적인 유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움
을 극복하면서 신뢰형성

- 지속적인 거래유지 의향

- 가입 시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대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 안정감
- 가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기대와 다른 상품 내용으로 실망, 후회

 구매 후 
 행동 - 대리인을 지인에게 추천

- 해지 및 전환 의향 없음.

- 전환비용(해지 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부담으로 계
약유지

- 대리인에 대한 추천의향 있음.
- 상품에 대한 추천의향 없음.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이햐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보제공(설명의 의무 강화)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I)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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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병보장보험 연금(저축)보험

인과적 조건
 보험상품의 
 특수성

장기성, 복잡성, 전문성
- 장기성
- 상품구조가 간단하여 복잡성을 낮게 인식

맥락적 조건
 보험 유통환경 - 대리인의 전문성 및 대응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보험 정보제공
 환경

-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제공방식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불편하다고 인식

중심 현상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의사결정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신감 - 보험이해력은 높은 수준

- 소비자의 교섭력이 낮다고 인식

 관여도 - 관여도는 높은 편임.
- 평소 주변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

- 관여도는 낮은 편임.
- 평소 연금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음.
- 상품광고를 보고 가입을 결심.
- 납입보험료의 수준이 낮음.

 가용한 자원 - 근무시간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
- 신뢰가 형성된 대리인의 부재
- 시간부족

전략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콜센터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인지적 편
의 제고 및 시간 절약

- 대리점을 방문하여 결정적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종 가입결정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

- 온라인 검색을 통해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의 범위를 축소하여 능동적 의사결
정

- 전화를 통한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절차로 시간활용
의 융통성 제고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

- 대리인과의 접촉 이전의 사전적 정보탐색으로 교
섭력 향상

-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및 보험회사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거침.

-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상세 보장 내역 및 보
장 제외사항) 및 보험회사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거침.

 노력절감형
 의사결정 전략

- 상품 간 차이가 작아 비교적 간단한 속성을 기준으
로 대안을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인지적 편
의 제고

결과
 대리인과의
 관계정립

- 가입 후 대리인과의 교류 없음. - 전문성 및 대응성이 부족하여 대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구매 후 
 만족불만족

- 심리적 안정감
- 가입에 대해 만족하는 편임.

-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만족

 구매 후 
 행동

- 가입한 상품에 대한 추천의향 있음.
- 해지 및 전환 의향 없음.

- 전환비용(해지 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부담으로 계
약유지

- 대리인 및 상품에 대한 추천의향 없음.

 정부의 지원 및 
 업계의 개선 
 기대

- 원하는 조건에 따른 상품정보 검색기능을 개선하
여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 기대

- 보험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보험유통환경 개선

- 원하는 조건에 따라 상품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
는 서비스 제공하여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 기대

연구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사례(연구참여자 J)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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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척도

무형성에 대한 
인식  

- 일반적인 다른 상품과 달리 내가 가입한 보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 일반적인 다른 상품과 달리 내가 가입한 보험은 만질 수 없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사용하고 경험해 볼 수 없다.

5점 
리커트

장기성에 대한 
인식

- 내가 가입한 보험은 장기 상품이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상품이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의 결과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된다.

복잡성에 대한 
인식

-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구조는 복잡하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일반상품에 비해 더 복잡하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더 복잡한 편이다.

전문성에 대한 
인식

- 내가 가입한 보험은 전문적인 상품이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일반상품에 비해 더 전문적이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더 전문적인 편이다.

변수 측정 척도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 보험상품이 다양해서 보험을 선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보험 판매채널이 다양해서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설계사 나 상담사 등 대인적 채널이 발달하여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점 
리커트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

-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상담사 등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업적인 정보가 
  대부분이라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
- 원하는 조건에 따른 비교견적 정보를 얻으려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서 비교견적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

보험상품의 특수성의 측정

환경적 요인의 측정

Ⓡ은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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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척도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 
  판단하기 어려웠다.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전문용어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웠다.

5점 
리커트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결정이 
  어려웠다.
-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미래에 결과를 알지 못해 불안했다.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 상담사나 설계사의 추천이 나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판매자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내 뜻대로 선택하기 어려웠다.
-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고 싶어도 판매자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망설였다.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보상 및 
유지서비스관련 

어려움

- 계약 후 보상서비스 등 사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 구매 후 보험상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

-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웠다.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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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출처 척도

소비자 
자신감

- 정보획득 및 고려군에 대한 자신감
  .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의사결정의 개인적 결과에 대한 자신감   
  . 내가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
- 시장 접촉에 대한 자신감
  . 보험은 잘 알지 못하면 속기 쉬우므로 가입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 나는 보험가입 시 상담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까봐 두려웠다.Ⓡ
  .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의 지위가 불리한 것 같이 생각되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 나는 보험가입 시 기대와는 다른 상품 내용 때문에 보험가입
    을 후회하거나 해지한 경험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다.*Ⓡ

Adelman
(1987)

Bearden et al.
(2001)

5점 
리커트관여도

-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나는 관심이 많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에게 혜택을 준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Zaichkowsky 
(1985)

시간
자원의 
충분성

- 보험상품 가입 시 선택에 할애할 시간이 충분했다.
- 제한된 시간 내에 보험상품 가입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지 못했다.Ⓡ
- 업무나 집안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보험가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
- 보험상품 가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인적
자원의 
충분성

- 보험상품 가입 시 주위에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인이 
  있었다.
- 보험상품 가입 시 기존의 거래를 통해 신뢰가 쌓인 상담사나 설계사 
  등 믿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었다.
- 보험상품 가입 시 쉽게 조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중재적 요인의 측정

* 본 연구의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발, Ⓡ은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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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척도

대면
채널의 
활용도

- 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험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 

-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5점 
리커트

비대면 
유통채널

의 
활용도

- 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방식 보다는 가입강요가 적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방식을 활용했다.

- 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쉽고 빠른 정보탐색이 
가능하고 비교적 가입절차가 신속한 인터넷이나 전화를 활용하였다. 

- 보험회사의 판촉 전화를 통한 가입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
지 못했다.

소비자주
도적 

정보원천
의 

활용도

- 나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소비자의 평가정보를 활용하였다.
- 나는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과 접촉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스스
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았다.

- 나는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과 접촉한 후에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스스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고 판매자에게 얻은 정보에 대해 확인하였다.

노력절감 
의사결정 
성향

- 나는 보험상품 가입 시 비교적 적은 속성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선택하였
다.

- 나는 보험상품 가입 시 전반적인 이미지나 주관적인 느낌 등 직관적인 판단
에 의해 대안을 평가하였다.

- 나는 정보탐색 방법이나 가입채널을 선택할 때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활용이 
편리한 간편한 방식을 선호하였다.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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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척도

대리인과의 
관계의 성향

- 나는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 설계사 등의 대리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
리를 받고 있다.

- 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서비스를 받으면서 설계사 등 대리인에 대한 
믿음이 쌓였다.

- 나는 보험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설계사 
등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 나는 향후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이 상품을 가입하는 데 도움을 준 
설계사나 상담사와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

5점 
리커트

구
매

후 

만
족
·
불
만
족

구매 후 
만족도

- 나는 이 보험상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나는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만약의 경우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 내가 가입한 보험이 주변사람들의 보험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
다.

구매 후 
부정적 감정

- 가입한 상품의 내용이 가입 시 기대와 달라 실망하였다.
- 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지 못해 구매를 후회하였
다.

- 가입한 상품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안했다.

구
매 

후 

행
동

불만행동의 
적극성

-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므로 
이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생겼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
(항의하지 않을 것이다).Ⓡ

-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
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취할 것이다).

- 구매 후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설계사나 상담사 등 판매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대처할 것이다).Ⓡ

구전행동의 
적극성

- 나는 가입한 보험상품을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 나는 내가 거래한 설계사나 상담사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 나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를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
다.

전환비용의 
인식과 
계약유지 
성향

- 나는 상품 해지 시 감당해야 할 금전적 손해가 부담스러워 해지를 망설
였다.

- 새로운 설계사나 상담사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존 관계를 유
지했다.

-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
고 선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계약을 유지했다.

- 만약 상품 해지 시 감당해야 할 손해가 크지 않다면 해지할 의향이 있다.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결과의 측정

Ⓡ은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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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척도

정
부
의 
지
원 
및 
업
계
의 
개
선
에 
대
한 
기
대

설명의 
의무 
강화에 

대한 기대

-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 현재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기를 바란다.

- 현재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이 미흡하여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가 충분히 숙지
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점 
리커트

정보활용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

- 현재 보험관련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식은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소
비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보험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 현재 보험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조건에 따라 찾아보기 어려워 
소비자의 필요조건에 따른 맞춤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 현재 보험상품 정보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
로 어디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보험 
유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 현재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보험상품의 구조가 단순해지기를 기대한다.

- 현재 보험 판매인의 태도나 자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판매인에 대한 자
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보험 서비스 제공환경은 소비자친화적이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을 선
택하는 데 우호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결과의 측정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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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무형성에 대한 인식_1 .133 .866 .067 .070

무형성에 대한 인식_2 .104 .868 .048 .139

무형성에 대한 인식_3 .195 .748 -.013 .018

장기성에 대한 인식_1 -.056 .077 .127 .804

장기성에 대한 인식_2 .107 -.058 .117 .834

장기성에 대한 인식_3 .171 .208 .073 .597

복잡성에 대한 인식_1 .844 .179 .054 .148

복잡성에 대한 인식_2 .901 .168 .152 .072

복잡성에 대한 인식_3 .905 .134 .165 .023

전문성에 대한 인식_1 .082 .018 .734 .213

전문성에 대한 인식_2 .093 .034 .891 .072

전문성에 대한 인식_3 .158 .047 .872 .057

요인 1 요인2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_1 .788 .016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_2 .793 -.045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_3 .768 .079

보험 유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_4 .735 .148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_2 .123 .858

보험 정보제공환경의 소비자친화성에 대한 인식_3 -.014 .864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환경젹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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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자신감_1 .650 .189 .124 .260

자신감_4 .767 .136 -.029 .131

자신감_5 .661 .034 .182 .259

자신감_6 .747 -.039 .115 .215

자신감_7 .788 .019 .072 .176

자신감_8 .660 -.030 -.232 -.007

관여도_1 -.201 -.032 .721 .088

관여도_2 .007 .019 .805 .189

관여도_3 .211 .221 .719 .044

관여도_4 .151 .152 .795 .073

시간자원의 충분성_1 .131 .355 .252 .521

시간자원의 충분성_2 .342 .074 .030 .780

시간자원의 충분성_3 .343 .072 .031 .794

시간자원의 충분성_4 .093 -.238 .216 .594

인적자원의 충분성_1 .015 .857 .030 .009

인적자원의 충분성_2 .069 .901 .097 .011

인적자원의 충분성_3 .086 .888 .151 .036

중재적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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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_1 .843 .112 -.105 .063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_2 .852 .119 -.092 .037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_3 .859 .106 -.041 .043

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_4 .587 -.125 .362 .013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_1

-.164 .475 .664 .169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_2

-.165 .532 .636 .211

비대면 유통채널의 
활용도_3

.023 -.131 .802 .054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_1

.208 .498 .423 .109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_2

.080 .870 -.009 .107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천의 
활용도_3

.131 .851 .021 .090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_1

.035 .185 .060 .745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_2

.171 -.075 .067 .780

노력절감 의사결정 전략의 
활용도_3

-.065 .179 .119 .715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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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지

1. ‘보험’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경험과 관련지어 보험에 관한 평소의 생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 가입한 보험상품은 무엇이며, 언제 가입하셨나요?

3. 보험에 왜 가입하셨나요? 보험에 가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보험에 가입해야 겠다고 결정하시고 난 후,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5.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으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여러 가지 보험상품 중 최종적으로 가입한 상품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7. 정보를 찾고 최종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은 편리하다고 느끼신 경험은 

무엇인가요? 

8. 정보를 찾고 최종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9. 위에서 말씀하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요?

10.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최종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1. 어디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13. 계약 후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와 연락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4. 보험에 가입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거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부록 5>

- 154 -

15. 계약을 하신 후 소비자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6. 현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7. 현재 가입한 보험상품,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한 

    경험(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8. 추후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현재 가입한 상품의 보험회사나 가입경로를 

    통해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9. 보험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다른 일반 재화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질병보장보험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다른 연금보험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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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가입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에 관한 연구를 위한 조사 

입니다.

귀하께서 답하여 주시는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빠

짐없이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장연주 (nicenice2000@hanmail.net)

성명

연락처
e-mail :

휴대폰 :

계좌정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면접 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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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험상품 가입건수 가입목적

1. 건

2. 건

3. 건

4. 건

5. 건

Q1. 현재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품의 가입건수 및 
가입목적을 알려주십시오. (자동차보험 제외)

Q2. 현재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월평균 총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자동차보험 제외)

월평균 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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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하신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이전의 보험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Q3.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Q3-1 로 이동) ② 아니오 (-> Q4 로 이동)

Q3-1.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에 대한 만
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Q4.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해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총 _________ 건 ) ② 아니오  
(이유 : )

Q5.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Q5-1 로 이동) ② 아니오  (-> Q6 로 이동)

(이유: )

Q5-1.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보험설계사에게 항의,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 협회 소비자민원센터에 문의)

Q5-2. 위 Q5-1에서 응답한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Q6.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총 _________ 회 ) (-> Q6-1 로 이동)

(교육기관: 교육내용: )

② 아니오  (-> Q7 로 이동)

Q6-1. 위 Q6 에서 응답한 교육경험이 실제 보험 구매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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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매의사결정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보험을 구매할 때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언제든지 가능한 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미룬다.

2. 결정을 내릴 때, 구체화된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안

을 고려한다.

3. 만약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4.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5.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6. 비싼 브랜드가 품질이 좋다.

7. 자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8.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구매의사결정을 한다.

9. 대부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10.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11.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12. 자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

13.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산다.

14.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15.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좋으 물건을 사려고 열심히 찾

아본다.

16.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깊게 생각한다.

17.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 자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18. 결정을 내릴 때, 나의 내적 느낌과 반응을 믿는다.

19. 빨리 결정을 내린다.

20. 매번 같은 구매채널을 통해 구매한다.

21. 압박을 받을 때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

한다.

22. 보험구매를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낭비이

다.

23.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24.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충고를 활용한다.

25.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 결

정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26. 자주 계획이나 준비 없이 얼떨결에 결정을 내린다.

27.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한다.

28. 보험을 구매할 때 생각이나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

Q7. 귀하의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경험을 떠올리며 귀하의 성향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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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그
렇다.

매우
그렇
다.

1. 이 보험상품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2. 나는 이 보험상품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

3. 이 보험상품은 나의 흥미를 유발한다.

4. 이 보험상품은 나와 관련이 있다.

5. 이 보험상품은 나에게 혜택을 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그
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2. 나는 보험상품 구매결정 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3. 나는 보험상품 구매결정 시 고려할 가치가 있는

대안을 선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보험상품 구매결정 시 어떤 대안을 고려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판단을 신뢰한다.

5. 나는 종종 나의 보험상품 구매의사결정에 대

해 후회한다.

6. 내가 올바른 보험상품 구매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7. 다른 사람들이 내 보험상품 구매의사결정에 대해

칭찬한다.

8. 나의 보험상품 구매행위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9. 나는 보험상품 정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정

보를 알 수 있다.

10. 나는 보험상품 판매자가 나에게 구매를 강

요하는지 알고 있다.

11. 보험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물어보는 것

을 주저한다.

12. 보험상품 구매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두

렵다.

13. 보험상품 구매 시 불평을 토로하는 것에 대

해 망설인다.

보험상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Q8. 귀하의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경험을 떠올리며 귀하의 성향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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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번호

1.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의 생활보장

2. 사고나 질병시 본인의 의료비 보장

3. 재해, 교통사고시 일시적인 소득상실에 대비

4. 노후의 생활자금

5. 자녀의 교육, 결혼자금

① 상해·재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② 암, 성인병 등 질병을 중점 보장하는 보험 (암보험, CI보험 등)

③ 노후의 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개인연금, 일반연금)

④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⑤ 사망을 중점 보장해주는 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⑥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⑦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충당하는 역모기지 상품
⑧ 치매, 장애 등 발생시 간병비를 지급하는 장기간병보험
⑨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
⑩ 자동차보험 (개인용 승용차)

 장기손해보험 중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중 건강보험 (의료비, 질병 등)

 장기손해보험 중 종합보험 (재물 + 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포함)

 장기손해보험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통합보험
 모르겠다.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 및 이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Q9. 귀하의 보험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10.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어떤 상품이 적절한지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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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답 여부

1. 보험금이란 보험 가입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내는 돈이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2. 보험약관이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2. 청약서 부본은 청약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가
진 문서로서 계약자가 갖도록 되어 있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3. 피보험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4. 보험자란 보험사고의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5. 보험기간이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6. 영업보험료란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순보험료를 
말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7.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8.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9. 해지환급금이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계
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10.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생존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11. 특약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험계약자가 필요
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는 보험 등을 말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12. 일반계정이란 손익을 명확하기 구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변
액보험의 경우 펀드 등을 통해 운용되는 금액이 
여기에 투입된다.

① 맞음  ② 틀림 ③ 모름

Q11.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읽고 설명이 올바른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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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응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 세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SQ4. 거주하시는 곳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

SQ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및 사별

SQ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SQ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생산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자영업             ⑥ 비취업주부       ⑦ 기타 ( )

SQ8.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원

SQ9. 귀하의 연간 총 가계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원

SQ10.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본인포함 총 ________________ 명,

본인 이외의 가족 구성원(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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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보험소
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소비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지에 관해 살펴보
고, 구매의사결정과정상의 경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면접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
도로 이루질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녹음
하고,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얻게 될 귀하의 신상에 대하여
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에는 익명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시면 언
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의 진행상황에 따라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확인 및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연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 연구자 장연주 (02-880-5701 / nicenice2000@hanmail.net)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아래 사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신 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서 제공한 정보가 본인의 허락 없이 누출되지 않을 것이며, 불

이익이 오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

합니다.
● 본인은 면담 내용이 녹음되고 전사되는 것과 이것이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어 논문으로 

발간됨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_________________  (서명)          2013년  _____월  _____일

연구자      _________________  (서명)          2013년  _____월  _____일

연구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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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가입 의사결정관련 경험에 관한 연구를 위한

조사 입니다.

귀하께서 답하여 주시는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빠

짐없이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장연주 (nicenice2000@hanmail.net)

ID

응답자 및 가구주 관련 질문

1. 가구주와의 관계

①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가구주의 부모 

⑤ 기타 가족      ⑥ 기타 ( )

2. 가구주의 연령 만 ( )세

3. 가구주의 성별 ① 남             ② 여

4. 가구주의 직업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경영/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노동직/생산직 

⑥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⑦ 자영업 

⑧ 비취업 주부  ⑨무직  ⑩ 기타

5.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⑯ 제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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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Q1~Q9은 최근(3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할 당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입한 보험이 2건 이상인 경우, 납입보험료가 가장 많은 보험 1건에 대하여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가장 최근(3년 이내)에 귀하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무엇입니까?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가입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되며,

가족의 이름으로 가입된 상품을 대신 가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① 질병보장중점보험            ② 연금(저축)보험            ③ 변액(연금)보험

Q2. 위에서 응답하신 보험상품에 가입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보험설계사의 권유

② 주변 환경 및 특정 사건에 자극되어(가족의 출생.입학.졸업, 주변사람의 불행한 사고)

③ 생활보장을 위해 평소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④ 신문, TV 등의 광고를 보고 

⑤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한 가입권유 및 상품안내를 받고 

⑥ 인터넷 광고를 접하고 

⑦ 주변인의 권유

Q3. 위에서 응답하신 보험상품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입하셨습니까?

① 보험설계사 ( -> Q3-1 로 이동) ② 생보사 임․직원(생보사 창구 포함)

③ 대리점 및 중개사                           ④ 전화 또는 우편

⑤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   ⑥ TV 쇼핑채널(홈쇼핑)

⑦ 인터넷                                    ⑧ 기타

Q3-1. 그 계약을 취급한 보험설계사는 종전의 계약을 취급한 보험설계사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계약을 취급한 보험설계사입니까?

① 종전의 계약을 취급한 보험설계사 

② 처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Q3-2. 그 보험설계사와는 다음 중 어떤 사이입니까?

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지인           ② 때때로 방문하는 사이



<부록 8>

- 166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일반적인 다른 상품과 달리 내가 가입한 보험은 눈

으로 볼 수 없다.

2. 일반적인 다른 상품과 달리 내가 가입한 보험은 만

질 수 없다.

3. 내가 가입한 보험은 사용하고 경험해 볼 수

없다.

4. 내가 가입한 보험은 장기 상품이다.

5. 내가 가입한 보험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상품이다.

6. 내가 가입한 보험의 결과는 미래의 불확실성

에 의해 결정된다.

7. 내가 가입한 보험은 미래에 가치가 변동될 위

험이 있다.

8.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구조는 복잡하다.

9.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일반상품에 비해 더 복

잡하다.

10.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더 복잡

한 편이다.

11. 내가 가입한 보험은 전문적인 상품이다.

12.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일반상품에 비해 더 전

문적이다.

보험상품 및 보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사결정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③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            ④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사이

⑤ 모르는 사이인데 자신이 필요해서 불렀다.

Q4. 위에서 응답하신 보험상품에 가입 당시 귀하의 나이는 몇 세이셨습니까?

만 세

Q5. 위에서 응답하신 보험상품의 월평균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약 만  천원 

Q6. 앞에서 응답하신 최근 보험구매 경험을 계속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이나 경험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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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더 전문적

인 편이다.

14. 보험상품이 다양해서 보험을 선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5. 보험 판매채널이 다양해서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6. 설계사 나 상담사 등 대인적 채널이 발달하

여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7.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18.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편했다.

19. 보험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알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0.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상담사 등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업적인 정보가 대부분이라 객관적이

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21. 원하는 조건에 따른 비교견적 정보를 얻으려

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서 비교견적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22.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제공받았

다.

23.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 판단하기 어려웠다.

24.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전문용어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웠다.

25.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부담

감 때문에 결정이 어려웠다.

26.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미래에 결과를 알지

못해 불안했다.

27. 상담사나 설계사의 추천이 나의 선택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28. 판매자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내 뜻대로

선택하기 어려웠다.

29.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고 싶어도 판매자

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망설였다.

30. 가입한 상품 및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기 어려웠다.

31. 계약 후 보상서비스 등 사후 서비스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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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32. 계약 후 판매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지속적으

로 관리서비스를 받았으며, 제공받은 서비스는

유용했다.

33. 구매 후 보험상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34.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

웠다.

보험상품에 대한 태도와 가용한 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2. 나는 보험상품 정보 중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

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3 보험상품 판매자가 나에게 구매를 강요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었다.

4 보험은 잘 알지 못하면 속기 쉬우므로 가입 판

단을 하기 어려웠다.

5.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의 지위가 불리한 것

같이 생각되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

게 된다.

6. 나는 보험가입 시 상담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까봐 두려웠다.

7. 나는 보험가입 시 기대와는 다른 상품 내용

때문에 보험가입을 후회하거나 해지한 경험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다.

8.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다.

9.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나는 관심이 많다.

10.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Q7. 앞에서 응답하신 최근 보험구매 경험을 계속 떠올리며 귀하의 성향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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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구매 시 의사결정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보험상품에대한정보를얻고선택하는과정에서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보험상품에대해쉽게이해하고선택할수있었다.

2.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선택하는과정에서보험설계사나상담사등대리

인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3. 나는 보험상품에대한정보를얻고선택하는과정에서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불확실한부분에대해확인하고안심할수있었다.

4. 나는 기존에거래하던보험설계사나상담사등대리인

에 대해 특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통해 지속

적으로보험을구매하였다.

11.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에게 혜택을 준다.

12.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13. 납입해야 할 보험료 수준이 높은 편이라 신

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였다.

14. 보험상품 가입 시 선택에 할애할 시간이 충분했다.

15. 제한된 시간 내에 보험상품 가입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지 못했다.

16. 업무나 집안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보험가

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

17. 보험상품 가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18. 보험상품 가입 시 주위에 보험에 대한 전문

성을 갖춘 지인이 있었다.

19. 보험상품 가입 시 기존의 거래를 통해 신뢰

가 쌓인 상담사나 설계사 등 믿고 조언을 구

할 사람이 있었다.

20. 보험상품 가입 시 쉽게 조언자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었다.

Q8. 앞에서 응답하신 최근 보험구매 경험을 계속 떠올리며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것

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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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정

에서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방식 보다는 가입강요

가 적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방식을 활용했다.

6. 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과정

에서 쉽고 빠른 정보탐색이 가능하고 비교적

가입절차가 신속한 인터넷이나 전화를 활용하

였다.

7. 보험회사의 판촉 전화를 통한 가입으로 다양

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지 못했다.

8. 나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소비자의 평가정

보를 활용하였다.

9. 나는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과 접촉하기 전에 인

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스스로 추가적인 정보를 찾

아보았다.

10. 나는 보험설계사나 상담사 등과 접촉한 후에 인터

넷이나 지인을 통해 스스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

보고 판매자에게 얻은 정보에 대해 확인하였다.

11. 나는 보험상품 가입 시 비교적 적은 속성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선택하였다.

12. 나는 보험상품 가입 시 전반적인 이미지나

주관적인 느낌 등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 대안

을 평가하였다.

13. 나는 정보탐색 방법이나 가입채널을 선택할

때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활용이 편리한 간편한

방식을 선호하였다.

14. 나는 성급한 결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봐 불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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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 설계사 등의 대리인으

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2. 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서비스를 받으면

서 설계사 등 대리인에 대한 믿음이 쌓였다.

3. 나는 보험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설계사 등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4. 나는 향후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이 상

품을 가입하는 데 도움을 준 설계사나 상담사와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

5. 나는 이 보험상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6. 나는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만약의 경우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으로 안정

감을 느낀다.

7. 내가 가입한 보험이 주변사람들의 보험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8. 가입한 상품의 내용이 가입 시 기대와 달라

실망하였다.

9. 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지

못해 구매를 후회하였다.

10. 가입한 상품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안했다.

11.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므로 이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생겼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

했다(항의하지 않을 것이다).

12.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에 도

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취할 것이다).

13. 구매 후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설계

사나 상담사 등 판매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수

보험상품 구매 시 의사결정 결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Q9. 앞에서 응답하신 최근 보험구매 경험을 계속 떠올리며 구 매 후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

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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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대처할 것이다).

14. 나는 가입한 보험상품을 주변사람들에게 추

천할 의향이 있다.

15. 나는 내가 거래한 설계사나 상담사 등을 주

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16. 나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를 주변사

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17. 나는 상품 해지 시 감당해야 할 금전적 손해

가 부담스러워 해지를 망설였다.

18. 새로운 설계사나 상담사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존 관계를 유지했다.

19.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선택하는 절차

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계약을 유지했다.

20. 만약 상품 해지 시 감당해야 할 손해가 크지

않다면 해지할 의향이 있다.

21.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

려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22. 현재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

보가 충실히 제공되기를 바란다.

23. 현재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

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이

미흡하여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가 충

분히 숙지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24. 현재 보험관련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식은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보험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25. 현재 보험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조건에 따라 찾아보기 어려워 소비자의 필요조

건에 따른 맞춤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26. 현재 보험상품 정보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

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어디에서 어떠

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27. 현재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보험상품의 구조

가 단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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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재 보험 판매인의 태도나 자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9. 현재 보험 서비스 제공환경은 소비자친화적

이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을 선택하는 데 우호

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

한다.

보험상품 종류 가입여부 가입건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종신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교육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변액연금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변액유니버셜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변액종신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보험가입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Q10. 귀하가 가입하신(본인이 피보험자이거나 가입결정을 하신) 보험상품의 종류와 가입한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Q11. 귀하가 납입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총 얼마입니까?

월평균 약 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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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귀하의 보험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Q12. 귀하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Q12-1 로 이동) ② 아니오 (-> Q13 로 이동)

Q12-1. 귀하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

십시오.

Q13. 귀하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해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14. 귀하가 가입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Q14-1 로 이동) ② 아니오 (-> Q15 로 이동)

Q14-1.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①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에게 항의   

② 판매자 이외의 다른 기관에 도움 요청(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상담)

③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④ 기타 ( )

Q14-2. 위의 Q14-1에서 응답한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Q15.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Q15-1 로 이동)

② 아니오 (-> SQ1 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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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응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Q15-1. 위의 Q15에서 응답한 교육경험이 실제 보험 구매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 세

S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 이하    ②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S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경영/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노동직/생산직 

⑥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⑦ 자영업  ⑧ 비취업 주부  ⑨무직  ⑩ 기타

SQ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미혼 (-> SQ6-3 으로 이동)

② 기혼 (-> 자녀가 있는 경우 SQ6-1 로 이동, 자녀가 없는 경우 Q6-3로 이동)

③ 이혼 및 사별 (-> 자녀가 있는 경우 SQ6-1 로 이동, 자녀가 없는 경우 Q6-3로 이동)

SQ6-1.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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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
① 미취학자녀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⑥ 대학원생 ⑦ 군복무  ⑧ 무직  ⑨ 기타

자녀 2
① 미취학자녀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⑥ 대학원생 ⑦ 군복무  ⑧ 무직  ⑨ 기타

자녀 3
① 미취학자녀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⑥ 대학원생 ⑦ 군복무  ⑧ 무직  ⑨ 기타

자녀 4
① 미취학자녀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⑥ 대학원생 ⑦ 군복무  ⑧ 무직  ⑨ 기타

자녀 5
① 미취학자녀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⑥ 대학원생 ⑦ 군복무  ⑧ 무직  ⑨ 기타

SQ6-2. 다음 중 귀하의 자녀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SQ6-3. 귀하의 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부모님 등)과 함께 거주                      ② 독립 가구로 홀로 거주

SQ7. 귀댁의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 및 군복무, 유학 중인 자녀 포함)

( ) 명

SQ8. 귀댁의 취업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 ) 명

SQ9. 귀하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의 친척집

⑤ 기숙사         ⑥ 기타           

SQ10.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소득을 적어주세요.)

만원

SQ11. 귀댁의 연간 총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소득을 적어주세요. 1인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개인소득과 동일합니

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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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2.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SQ13-1. 귀하의 은퇴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만 세

SQ13-2. 귀하 배우자의 은퇴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응

답)

만 세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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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surance Consumers’ 

Decision-Making Process

and its Typology

Jang, Younju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insurance products as well as sales channels become more 

diversified, insurance consumers are under great burden to search vast 

information to make the right purchasing decision. Information policies on 

insurance products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the oblig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rs, and often overlooked the consumers which 

consequently lessened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ies. In order for the 

policies to aid consumers in making the right decision, the process and 

obstacles of decision-making as well as the strategies to administer those 

obstacles must be discussed. 

However, despite these necessities,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consumers’ decision-making have concentrated on the general goods and 

services. Also, industr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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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s’ perspective and focused on the result of consumers’ decision such 

as quality of service and consumer satisfaction. As a result, it is seldom to 

find any substantial research on the process of consumers’ decision-making 

from their point of view. Previous researches do not clearly identify the 

experience of the insurance consumer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us, failed to draw any practical implication that can help the consumers to 

make the right decisi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insurance consumers can differ from 

that of ordinary consume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products 

and it is also prone to many situational factors. Therefore, contextual 

approach that integrates situational factor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useful.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is discussion by adopting a 

model that looks at the consumers’ decision-making experiences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in the context of characteristic difference of 

insurance products. 

Based on this awarenes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1.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consumer’s decision-making experience from 

contextual perspective; 2. to identify different types of decision-making 

process that occur within different contexts; 3. to determine how those 

factors function.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materialize the 

theoretical basis of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insurance consumers. To 

fulfill the above objectives, this research adopt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First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hich subjected ten 

decision-makers who have bought disease and annuity insurance within the 

past three years. The collected data, then, was analyz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This was to identify how insurance subscribers make 

decisions within the societal and individual context an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emotional and cognitive experiences they go through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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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those decision, and thus, proposing a model that comprehensively 

explain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insurance consumers. Next was 

to devise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model of qualitative research and 

survey 1,079 decision makers who have bought disease or annuity insurance 

within the past three years. Those participants were then categorized based 

on their decision-making strategies and revealed the difference in strategies 

and categorical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of actual proof. 

The following is the research outcome. 

First, the decision-making process adopted by the insurance consumers was 

to select and implement strategies that can help them overcome the obstacles 

in making purchasing decision under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They 

were faced with challenges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level of difficulties largely depended on the market 

environment of insurance industry as well as the level of information sha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factors such as consumer confidence, level of 

involvement, amount of usable resources either deteriorated or alleviated the 

level of difficulties. Also, the strategies adopted by the consumers to deal 

with the difficulties were diverse. These experiences shared by the insurance 

consumers led to efforts to make optimal decisions and this created a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representative and consumers, post-purchase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post-purchase behavior, and expectation for 

government support and overall improvement in the industry. Such 

observations imply that contingent consumer decision making theory is 

appropriate to explain how insurance consumers make the decision using 

different strategies for different situational factors. It also suggests that 

contextual approach is highly usable since it can take different contexts into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e insurance consumers’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the coping strategies adopted by the insurance consumers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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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wo categories. First is utilizing different channels to find information 

and make purchase, such as using consumer-direct information resources,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sales channels. Second is adopting strategies 

to lessen the cognitive burden by delaying the decision-making and deciding 

to spare less effort. What this implies is that strategies differ depending on 

the balance between desire to make the right decision and desire to 

minimize the cognitive burden. This also suggests that the purchase decision 

by the consumers can be interpreted through cost-benefit approach which 

falls under behavioral decision theory category. 

Third, common experience among the surveyed insurance consumers was 

the challenge of making the purchasing decision. To overcome this, they 

usually obtained and processed the necessary information; however, the 

efficiency was disappointing.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 is: firstly, that 

majority of their struggles are born out of general problems of information 

policy; and secondly, that improvements to this policy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help the consumers make wise decision. 

Fourth, the level of difficulties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product as well as the consumer 

perception of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This suggests that we can 

lessen their burden by lessening the insurance product-specific characteristics 

and making the market environment more consumer-friendly. 

Fifth, it was observed that strategies adopted by the consumers determined 

what sort of burden was eased. Therefore, different obstacles require 

different decision-making strategy.

Sixth, the effect of specific strategy in easing the consumer burden varied 

widely depending on the category.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quality of experience affects the level of strategy utiliz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same strategy was adopt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following result differ based on the quality of implementa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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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s that enhancing the quality of consumer experience can contribute 

greatly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of the consumers when making decision. 

Seventh, the type of consumers was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what strategy they adopt: non-face-to-face sales channels, 

face-to-face sales channels, hybrid of the face-to-face sales channels and 

consumer-direct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ones that use multi-channels. 

Depending on to which type they belong, the consumer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decision-making as well as socio-demographic difference. 

This means that decision making process will differ based on under which 

type they fall, and different approach is necessary in order to help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Eighth, intervening factors such as consumer confidence, level of 

involvement, and usable resources either deteriorate or lessen the difficulties, 

and determined the result of consumers’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uggests that enhanced confidence and involvement can make the 

decision-making more efficient, and abundance of usable resource can 

change the adopted strategy.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the fragmentary 

research on consumers’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applied to insurance 

consumers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which will enhance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ose consumers. Secon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no such research has been completed in regards to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insurance consumers, both probe study and 

objective research can be simultaneously utilized to shine a light on new 

finding which reflects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products. Third, 

categorizing the consumers by what strategies they adopt when making 

decision can provide ground to create different approach that reflects both 

practical insights and policy perspectives. 

Based on this conclusion, the suggestions are made in thre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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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actical, and follow-up research. 

First, different policy is necessary that takes vulnerable nature of 

decision-making proces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Second, informa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such a 

way that minimizes the level of un-clarity from consumers’ point of view. 

Third,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insurance products in order to lessen 

the level of confusion consumers feel while enhancing the level of their 

understanding. Fourth, the different strategies adopted by different consumer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provide better support when insurance 

companies communicate with the consumers.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for the follow-up research. 

First, why the insurance consumers delay the purchasing decision and the 

type of consumer characteristics shown must be studied. Second, what 

strategies are utilized when faced with what challenge must be identified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those strategie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llenge and the matching strategy should be explained. Third, research on 

different decision-making process for different insurance product must be 

conducted. Fourth, addition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suranc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consumers as well as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must be followed.  

keywords : Insurance consumer, Decision-making process, Typology of 

insurance consumer, Insurance buying behavior, Insurance 

purchase decision-making, grounded theory, contextual approach

Student Number : 2010-3111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3 절  연구문제 및 연구의 구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의 고찰
	제 1 절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1. 기존 소비자 의사결정모델의 한계
	2.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
	(1)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특성
	(2)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

	3.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과 맥락적 접근의 통합         : 근거이론적 접근
	(1) 근거이론 접근법의 이해
	(2) 근거이론 접근법의 절차


	제 2 절  보험소비자 구매의사결정
	1. 보험상품의 특수성과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
	(1) 보험상품의 특수성
	(2) 보험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2.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1) 보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2) 보험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제 3 장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탐색
	제 1 절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연구참여자
	2. 자료의 수집
	3. 자료의 분석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제 2 절  근거이론을 적용한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1.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
	2.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 도출 : 패러다임모형
	(1) 인과적 조건 :　보험상품의 특수성
	(2) 맥락적 조건 : 보험 유통환경, 보험 정보제공환경
	(3) 중심 현상 :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4) 중재적 조건 :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
	(5) 전략
	(6) 결과



	제 3 절  소결
	제 4 장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유형
	제 1 절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연구참여자
	2. 자료의 수집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3. 자료의 분석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 2 절  보험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유형화
	1. 보험 구매의사결정 전략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2.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3.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차이
	(1)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의 차이
	(2)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의 차이             
	(3) 보험 구매의사결정유형별 보험 구매의사결정 결과의 차이           



	제 3 절  소결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제언
	1. 정책적 제언
	2. 실무적 제언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