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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stomer Satisfaction (CS) in Auto insurance market is the important 
factor which makes customer loyalty and retention increase. Recently 
On-line companies are threatening the existing Off-line companies with 
taking advantage of the low price through cut-offing the price by internet 
marketing. Therefore, the CS is becoming an indispensable survival 
strategy to the Off-line compan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finds out what the CS factors are in the auto insurance market, and 
produces levels of CS, customer loyalty and satisfaction Index of each 
categ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ic 
improvement factor for elevating CS level and strategic direction for CS 
management by CS portfolio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

Keywords : Auto Insurance, CS, CSI, CS Management, C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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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최근 금융서비스업 분야는 개방화, 투명화 등으로 인해 고도의 경쟁체계 속에 생존

을 위한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서비스업 분야는 해외자본

의 진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한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들

의 출연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사들은 가격경쟁적인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

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오프라인 자동차보험회사들은 대고객 

전략개발을 통해 고객만족을 통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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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경쟁우의를 점할 수 있게된다. 즉,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와의 경쟁에서 도태

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경 이라는 고객관점의 사고가 최대 쟁점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사는 생존전략으로 대고객 서비

스 강화와 고객 제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만족경 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자동차보험에 있어서의 고객만

족 주요요소(key factors)를 도출하고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조사 체계

를 수립한다. 이를 통해 현재 고객만족의 중요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고객

만족 수준의 정확한 파악과 진단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전사적 CS경 전략 수립과 경 체계 구

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만족도와 중요도, 중요개선항목을 

상호 비교하여 바람직한 고객만족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고객만족과 관련된 이론은 국내외 등에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고 많은 이

론적 바탕과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주로 고객만족 측정과 개념, 고객만족의 

과정, 고객만족의 기업의 성과 측면으로 연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조용준, 김 화 

2006). 고객만족의 주요요소의 도출에 대한 방법, 중요도 산출, 만족도 산출방법에 대

한 여러방식이 존재하여 지금 현재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조용준, 김 화(2006)는 

중요도산출방법에 대한 비교와 최적 중요도 산출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조용준

(2005)에서는 고객만족의 주요요소 도출과 만족도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용준(2005)에서 제시된 고객만족측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고객만족수

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고객만족도측정 조사기획

2.1 고객만족도(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측정모형의 

개념

고객만족도 측정모형은 고객만족요소를 바탕으로 도출한 세부속성과 이에 대한 속

성가중치를 바탕으로 요소만족도가 산출되며, 이 요소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에 특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CSI(종합만족도)를 도출하는 모델이다. CSI는 고객 충성도에 향

을 주는 구조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Key Drive Factor의 개념을 반 한 것으로서 고

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CS정책상 관

리지표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반 한 지표이다. 또한 충성도는 잠재적으로 CSI의 지

수에 향을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지속이용 의향, 타인추천 의향을 바탕으로 도출

된다.

2.2 고객만족요소

금번 은행 고객만족도 구조모델은 조용준(200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층

(hierarchical) 구조를 이용하여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통해 속성(요인)

을 1, 2, 3차의 세 가지 속성으로 도출하 다. 즉, 3차 속성은 세부속성이고, 2차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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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속성, 1차 속성은 대속성으로 구분하여 설계하 다. 

3차 속성의 도출은 기존의 CS속성에 관한 연구를 (이유재 2000; 김건우 2001; 김

찬, 차재성 2003)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서비스에서 원하는 고객의 요구품질을 도출하

고, 관련 자동차보험 고객만족 설문을 보완하여 도출하 다. 도출된 3차 속성을 바탕

으로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방식을 통해 2차 속성과 1차 속성을 역으로 

도출하 다(조용준 2003a, b). 

도출된 1차 속성은 크게 보험설계사/대리점, 보험가입절차, 보험상품, 계약유지서비

스(사후 서비스), 고객응대서비스, 부가서비스, 보상서비스, 기업이미지의 속성으로 구

성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 속성은 <표 2-1>에 기술되어 있다.

<표 2-1> 자동차보험의 고객만족측정 속성

1차 요소 2차 요소 3차 요소

1. 보험설계사/대리점

(1) 인적응대

11개 요소
(2) 업무지식 

(3) 사후관리 노력

(4) 업무처리

2. 보험가입절차

(1) 상품안내 

16개 요소

(2) 보험 가입 간편성 

(3) 보험 계약 체결 

(4) 보험 계약 후 처리 

(5) 팜플렛 및 사은품, 증권, 약관

3. 보험상품
(1) 상품내용

6개 요소
(2) 보험료

4. 계약유지서비스

(사후 서비스)

(1) 보험관련 정보제공 

19개 요소
(2) 계약변경, 불만처리 

(3) 우수고객 서비스 

(4) 개인정보관리

5. 고객응대서비스

(1) 지점 영업소 응대태도 

29개 요소

(2) 지점 영업소 업무처리 

(3) 콜센타 이용편리성 

(4) 콜센타 업무처리 

(5) 인터넷 홈페이지 

(6) 불만처리

6. 부가서비스

(1) 부가서비스 

15개 요소(2) 긴급출동 접수 

(3) 현장 처리

7. 보상서비스

(보상경험자만질문)

(1) 사고 접수

32개 요소

(2) 현장 출동 

(3) 보상처리 절차 

(4) 사고처리 담당자 

(5) 보상처리 결과

(6) 협력업체

8. 기업이미지 (1) 회사 이미지 8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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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설계

본 CS조사 대상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종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A화

재를 중심으로 B화재, C화재보험사를 대상으로 설정하 다. 조사대상자는 위의 세 화

재보험사의 가입자를 리스트와 무작위표본을 병행하여 선정되었으며 1:1 개별 면접조

사방식을 통해 설문응답을 받았다. 표본 크기는 설문 사전조사의 표본을 포함하여 A

화재 200 표본, B화재 10 표본, C화재 100 표본이었다. 조사기간은 2005년 하반기에 

실행하 다. 다음 <표 2-2>는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세부적인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당표본추출을 통해 표본을 설정하 다. 본 조

사의 표본 오차는 95% 유의수준 하에서 ± 4.9%이다. 

<표 2-2> 조사방법

(1) 현재 A화재, B화재, C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2) 현재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처리 경험자
1. 조사대상

◆ 전체 : 400명2. 표본크기

5050100보상경험자

5050100일반가입자

C화재B화재A화재

5050100보상경험자

5050100일반가입자

C화재B화재A화재

3. 표본구성

◆ 리스트와 비리스트에 의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1) A화재 : 리스트에 의한 무작위 추출

(2) B화재와 C화재 : 무작위 할당 추출

4. 표본추출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

(Fact to Face Interview)
5. 자료수집방법

◆ 2005년 하반기6. 자료수집기간

◆ 서울,경기7. 조사지역

◆ 유의수준 95%하에서 ±4.9%8. 표본오차

2.4 고객만족도 도출 산식

1) 종합만족도(CSI)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CSI 산출식은 조용준(2005)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산출되었

다. 이에 대한 세부적 식은 다음과 같다.

CSI     =  (0 .4 전반적만족도 )  +  (0.6  [Σ
i = 1

8

wi 1차속성만족도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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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i 는 보정가중치로서 조용준, 김 화(2006)에서 제시된 하이브리드 가중치 산

출방법에 따라 산출되었다. 즉,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계수를 바탕으로 

산출된 ‘상관계수 도출 가중치’와 ‘회귀계수 도출 가중치’의 평균값을 뜻하며 

∑
8

i=1
w i=1 이다. 즉, wi =  0 .5 wi1 +  0.5 wi2 , wi1= 상관계수 도출 가중치, w i2= 회귀

계수 도출 가중치이다.

위의 식은 1차 속성 만족도를 통해 나온 고객만족지수에 고객이 직접 평가한 전반

적 만족도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이다. 

2) 속성만족도 산출방법

1차 속성 만족도는 2차 속성 만족도와 2차 속성 보정가중치의 결합을 통해 도출되

고 2차 속성 만족도는 3차 속성 만족도와 3차 속성 보정가충치의 결합으로 산출된다. 

즉, 단계의 만족도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산출된다. 이는 만족도가 단순한 만족정도

만을 반 하는 것이 아닌 속성의 중요도를 반 한 만족수준을 통해 산출됨을 의미한

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k차속성만족도 i =  Σ
j= 1

ni

((k+1 )차   속성만족도 ij  (k+ 1 )차   보정가중치 ij )

단, k=1,2 , i= 1,2,3,4 , j= 1,2,...,n i 이며 n 은 i 번째 (k)차 속성의 (k+1)차 속

성의 개수를 의미한다.

3차 속성 만족도는 직적 고객이 응답한 만족정도의 산술평균으로 도출한다. 보정가

중치는 CSI에서 사용된 방법과 같은 하이브리드 가중치 산출방법을 따른다.

3) 평가척도

금번 조사의 평가척도는 7점 리커드 척도를 통해 고객만족수준을 측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원하여 CSI를 산출하 다. 100점 기준으로 환원하는 방식

은 
v− 1

max − i
100이다. 여기서 v는 측정된 리커드 척도상의 점수이고 max는 리커드 

척도의 최고점인 7점이다.

3. 실증분석

3.1 종합적 CSI관련 분석

1) 종합만족도(CSI)

위에서 제시한 고객만족도 측정방법을 통해 산출된 CSI(종합만족도)는 <그림 3-1>

에와 같다. 오프라인 3개 자동차보험사의 CSI는 69.1이다. 이 수치의 의미는 조용준

(200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치적 의미는 없으며 차후 조사와의 비교에 있어서 기

준으로 활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SI점수 대비 각 자동차보험사의 CSI점수인데, 

A보험사의 경우는 67.4로 -1.7정도 평균대비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보험사는 70.5

로 평균대비 +1.4점 높고, C보험사는 70.7로 평균대비 +1.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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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CSI대비 보험사별 비교인데, A보험사의 경우 타보험사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객만족에 대한 대책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

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각 보험사별 점수는 금번에 높고 낮음의 의미보다는 정규적 

CSI점수의 변화를 추세적으로 분석하여 익년도 이후의 갭(gap)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즉, 지속적 고객만족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발전적 변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

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1> 종합 고객만족도(CSI)

2) 충성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CSI평가 모델에서의 충성도는 전반적 만족도, 지속이용 의향, 

타인추천 의향이 모두 Top 3(매우만족, 만족, 다소만족)인 경우의 응답자의 비율을 사

용한다. 즉, 일반적으로 만족하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생각이고, 주변인에게도 권유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충성도라 정의한다. 

다음 <그림 3-2>는 전체 충성도와 각 은행별 충성도를 비교한 것이다. S은행이 가

장 높으며, N은행과 H은행은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도 역시 시계

열 추세자료를 통해 갭(gap)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사의 충성도는 42.8%이며 B화재사와 C화재보험사는 각각 

51.0%, 58.0%로 평균보다 높으며 A화재보험사는 31.0%로 전체적 평균에 비해서 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화재보험사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림 3-2>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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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도(가중치)

CSI평가모델을 통해 도출된 보정된 1차 속성 가중치는 다음 <그림 3-3>과 같다. 

가장 중요한 속성은 보상서비스(22.8%)이며, 다음은 회사이미지(19.6%), 계약유지서비

스(사후서비스)(14.3%), 보험설계사/대리점(10.5%), 보험가입절차(9.1%), 고객접점서비

스(9.1%), 부가서비스(8.8%), 보험상품(5.8%)의 순으로 CSI점수에 중요한 향을 미치

게 된다. 이는 고객이 자동차보험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상 서

비스와 회사 이미지라는 의미이며, 보험상품은 크게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3> 1차 속성 가중치 및 구조도

4) 1차 속성별 만족도 비교분석

1차 속성(대속성)별 만족도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 3-4>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 속성별 만족도는 <그림 3-4a>이며 세부적으로 보험설계사/대리점의 속성이 

71.6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보상서비스(70.9), 고객접점서비스(70.5), 보험가입절차

(69.6)의 속성이 전체 CSI점수대비 높았다. 가장 낮은 속성은 보험상품(59.4)이었고 다

음으로 계약유지서비스(62.2), 부가서비스(68.0)가 평균보다 낮았다. 회사이미지는 평균

보다 0.1점 적어 평균적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 개별 보험사의 만족도는 전

체 및 다른 보험사이 속성별 만족도 성향과 해당 CSI점수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

악하 다. A화재보험사는 다른 부분은 경향이 비슷하 으나 회사이미지에 있어서 만

족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B화재보험사는 부가서비스와 회사이미지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가입절차와 보상서비스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도가 높은 보상서비스의 수준이 타사대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C화재보험사는 평균의 선에

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보상서비스와 회사이미지를 살펴보면 보상서비스의 경우 C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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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가 가장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회사이미지는 B화재보험사 강점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A화재보험사는 보상서비스는 평균수준이지만 회사이미지가 많이 

낮아 중요 경쟁우위측면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 자동자보험 이용현황, 2차/3차 속성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등 

세부적인 결과는 지면상 생략한다. 

[a] 전체 1차 속성별 만족도 [b] A화재 1차 속성별 만족도

[c] C화재 1차 속성별 만족도 [d] D화재 1차 속성별 만족도

<그림 3-4> 1차 속성별 만족도 종합

3.2 전략적 개선과제 도출

1) 1차 속성 CS Portfolio분석

다음 <그림 3-5>와 <그림 3-6>은 전체보험사와 개별보험사의 1차 속성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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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분석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유지서비스(사후서비스)가 최우선 개

선요소이고 보험상품이 중점개선 요소이다. 그리고 보상서비스와 회사이미지는 관리 

및 강화요소이다. 개별 보험사의 경우, B화재보험사와 C화재보험사는 전체적 CS 

Portfolio결과와 동일하다. B와 C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보상서비

스를 더욱 강화하여 격차를 벌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반대로 계약 후에 제공되는 서

비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계약유지서비스의 세부 속성을 살펴보면 보

험관련 정보제공, 계약변경 및 불만처리, 우수고객서비스, 개인관리의 요소이다. 따라

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A보험사는 B와 C보험사의 최우선 개선요

소와 같지만 회사이미지 속성이 최우선 개선요소에 있다. 이는 오프라인 보험사에 있

어서 가장 큰 약점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사이미지 상승을 위한 노

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중(mass)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광고 등 다양한 회사이미

지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이러

한 대중 마케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가적 서포트 전략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전체 1차 속성별 CS 

Portfolio

<그림 3-6> 보험사별 1차 속성 CS 

Portfolio

2) 1차 개선요소의 2차 속성 CS Portfolio분석

2차 속성 CS Portfolio 분석에서는 모든 부분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선 역에 속한 1차 속성(대속성)의 2차 속성(중속성)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1차 속성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인 계약유지서비스와 보험상품에 대한 세

부속성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세부속성의 우선순위를 찾아내기 위함이

다. 즉, 1차 속성에서 도출된 개선 요소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2차 속성 모두는 우선적 개선 요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2차 속성 CS 

Portfolio분석은 2차 속성 중에서의 최우선 세부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분

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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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차 속성별 CS Portfolio

<그림 3-7>은 계약유지서비스와 보험상품 속성에 포함된 2차 속성의 CS Portfolio

분석 결과이다. 2차 속성 중 개선의 우선순위는 우수고객서비스와 보험료가 가장 우

선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보험관련 정보제공, 계약변경 및 불만처리, 상품내

용이었고 그 다음이 개인정보관리의 순이었다. 즉, 가장 개선이 시급한 우수고객서비

스는 고객에 대한 등급화를 통해 우수고객에 대한 차별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우수고

객 차별화 맞춤 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부분은 오프라인 보험사

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료대비 서비스의 질에 대한 홍보의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Ⅳ. 결론

자동차보험업과 같은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분야는 고객만족이 고객을 유지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사와의 차별화하여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만족이 기본이 되어야 가능하다. 모든 오프라인 자

동차보험사는 생존전략으로 대고객 서비스 강화와 고객 제일주의로 전환하는 고객만

족경 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고객만족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객만

족도 및 충성도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업의 고객요구품질(고객만족요소)을 QFD를 통해 도출하 다. 이를 바탕

으로 고객만족도 측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3개 오프라인 보험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고객만족도 및 충성도 

수준을 파악하고 다각적 분석을 통해 경쟁사 및 제반 속성별 수준을 파악하 다. 또

한 CS Portfolio 분석을 통해 최우선 개선요소와 중점개선요소, 관리 및 강화 역, 점

진적 개선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이상의 연구에 대한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만족요소의 1차 속성은 크게 8개의 대속성으로 보험설계사/대리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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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보험상품, 계약유지서비스(사후서비스), 고객응대서비스, 부가서비스, 보상서

비스, 기업이미지로 도출하 고 이에 따른 2차 속성으로 21개 속성과 136개 3차 속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CSI산출을 위한 CSI산출모델과 중요도 산출방법을 제시하

다.

셋째, CSI산출모형에 따라 전체 CSI와 3개 보험사별 CSI, 개별 속성별 만족도를 산

출하고 결과를 비교하 다. 또한 충성도 도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넷째, 산출된 만족도와 중요도를 바탕으로 CS Portfolio 분석을 통해 전략적 개선사

항을 도출하 다. 가장 최우선적 개선요소는 계약유지서비스로 이에 대한 개선이 가

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계약유지서비스 중에서도 우수고객서비스가 

1순위의 개선속성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우수고객에 대한 차별화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의 제약상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사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온라

인 자동차보험사와의 직접적 비교 검정을 제시하지 못하 다.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

여 고객만족경 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번의 조사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정기적이고 지속적 

조사를 통해 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여 고객만족의 속성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선전략을 수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금번 조사의 표본크기 400표본으로 비교적 작고 조사지역 또한 한정적이었다. 

이 부분은 연구의 목적과 관계없이 제반 비용에 따른 한계이지만 이에 대한 확대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금번 연구는 자동차보험업의 고객만족 개선과제에 대한 방향제시로 한정되어 

있다. 차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경  추진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 이에 따

른 실행전략과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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