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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InsurTech) 현황

글로벌금융시장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양동현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들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은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금융업도 변화시키고 있다. 초기에 지급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핀테크는 개인 자산관리, 인터넷 전문 은행, 보험 등 부가가치가 더

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보험업에도 혁신의 싹이 트

고 있다. 이에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과 보험업의 융합을

뜻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라는 용어도 탄생하게 되었다. 

1. 인슈어테크 개념

보험산업은 금융업 중 가장 보수적인 산업 중 하나이다. 가격 결정과 상품설계 과정에

서의 불확정성이 높고, 보험 계약 체결의 많은 부분이 대면 거래로 직접 만나 서류 작업

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에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

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입한 MIS를 위한 IT 솔루션과 같은 기술 외에는 특별한 기

술이 도입되지 않았다. 

인슈어테크에 적용되는 기술이 기존 보험업에 적용되던 기술과 다른 점은 단순히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닌 보험업의 사업모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이다.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의 개념에는 “생태계(ecosystem)”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데, 

이는 핀테크나 인슈어테크가 기존에 존재하던 회사의 업무 효율성의 향상이 아닌 소비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모든 시장 참여자에 걸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금

융업 자체의 개념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슈어테크와 밀접히 관련된 기술로는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텔레메틱스•자율주행차•웨어러블기기•사용량기반가격결정(UBI), 새로운 보안 거래 시스템

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결합한 인공지능 등이 있다.

<표 1>은 인슈어테크 이전 보험업에서 언급되고 있던 기술과 인슈어테크의 개념을 비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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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슈어테크 이전에 적용되던 기술과 인슈어테크의 비교

구분 인슈어테크 이전 인슈어테크

목적
기존 보험 서비스의 효율적인

개선

기존 금융기관을 우회하거나 기술을 통

해 새로운 보험 생태계를 구축하여, 소

비자의 금융 서비스 수요 충족

주요기업 IBM, SAS와 같은 대형 IT기업 스타트업, 보험사

수익모델 기기판매, 라이센스 비용 등
기본적인 수익 이외 광고, 데이터 판매

등 다양한 수익기반 보유

2. 시장상황

2010년대가 핀테크의 시작이었다면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2015년도부터

급격히 커졌다. <그림 1>은 인슈어테크를 언급한 기사 빈도를 2012년부터 나타낸 그래

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슈어테크를 언급한 기사 수가 2015년 하반기부터 증

가하고 있다.

<그림 1> 인슈어테크 언급 기사 수(2012~2017)

자료: 구글 트렌드

인슈어테크 산업의 성장은 벤처 투자 규모 성장에서도 나타난다. <표 2>에서 볼 수 있

듯이 2013년 261.5백만 달러였던 글로벌 인슈어테크 벤처 투자 규모는 2016년 약 4.5배

증가하여 1,192.7백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관련 기업의 M&A 딜

수도 2016년은 2013년 53건에 비해 1.7배 증가한 91건까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

슈어테크 관련 기업활동은 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지역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의 FT Partners(2016) 자료를 보면 인슈어테크 자금 조달의 75%가 북아메리카에서 일

어나고 있고, 서유럽 및 북유럽이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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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금조달 규모 기준으로 배열한 인슈어테크기업들을 보여주는데

중국의 중안보험을 제외하고는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국 내에서의 대부분 인슈어테크기업

들은 건강보험에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 글로벌 인슈어테크 벤처 투자 규모와 M&A 딜 추세

연도 투자 금액(백만 달러) M&A 딜 수

2013 261.5 53

2014 404.3 56

2015 590.2 74

2016 1,192.7 91

자료: KPMG(2017a), Global analysis of investment in fintech, The Pulse of Fintech, Q4 

2016, KPMG

<표 3> 인슈어테크 자금 조달 지역 분포

대륙 비율(%)

북아메리카 75

서유럽·북유럽 14

아시아·태평양 8

남아메리카 2

아프리카 1

자료: FT Partners(2016), Prepare for the InsurTech Wave

<표 4> 인슈어테크 자금조달 규모 상위 기업(2014~2016)

국가 회사

자금조달

규모 (백만

달러)

종류 국가 회사

자금조달

규모 (백만

달러)

종류

중국
ZhongAn 

Insurance
931 종합 미국

Plan 

Source
94 건강

미국 Oscar 728 건강 미국
Bright 

Health
80 건강

미국 Zenefits 584 보증 인도
Policy 

Bazaar
70 종합

미국
Square 

Trade
247 건강 스웨덴 Bima 67 생명, 건강

미국 Clover 208 자동차 미국 Jiff 67 건강

미국 Metromile 206 건강 미국 Goji 59 자동차

미국 Accolade 178 건강 미국 Justworks 58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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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usto 161 건강 미국
Cover 

Hound
57 자동차

미국
Collective 

Heath
119 건강 미국

Maxwell 

Health
56 건강

미국 Namely 111 건강 미국 Empyrean 54 건강

자료: FT Partners(2016), Prepare for the InsurTech Wav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슈어테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다

수의 인슈어테크 이전의 전통적인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IT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사용

하면서 혁신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

난 몇 년간 인슈어테크 분야의 초기 진입자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투자

촉진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에서도 인슈어테크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고, 2015년에는

스타트업 부트캠프 인슈어테크 런던(Startup boot camp InsurTech London)프로그램도 시

작되었다.

2017년에도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슈어테

크 산업 초기에는 레모네이드(lemonade), 트로브(trov)와 같이 보험사 가치 사슬(value 

chain)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도했지만, 앞으로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는 보험산업의 가치사슬의 각 분야 – 상품개발, 판매, 인수, 손해사정, 고객서비스 등

– 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전통

적인 보험회사들도 진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한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

여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보험업 내에서 뿐만 아니

라 산업 간 경계를 넘은 투자와 협업도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텔레메틱스, 

드론, 그리고 기타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보험업에 적용이 되는 사례들

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기술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수많은 스타트업들

이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기술기반 대기업들도 경계를 넘어 보험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

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 보험업자들은 협업, 파트너십, 벤처 투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

을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때로는 기존 제도와 충돌

을 일으키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3.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

가. 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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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5년부터 주로 기존 보험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산업의 가치사슬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

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힘들 때는 다른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부화재는 SK Telecom의 T맵 네비게이

션을 이용한 UBI 상품을 출시했다. 소비자들은 T맵 네비게이션을 켜고 500km 이상 운행

한 안전점수가 특정 기준 이상이면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FICO(R) 솔루션을 기반으로 인수심사 프로세스의 40~50%를 자동화 하여 전체 언더라이

팅 비용의 70%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표 5>는 국내 보험 사들의 ICT 기술 도입 현황

을 정리한 표로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 현황을 보여준다.

<표 5> 국내보험사의 ICT 기술 도입 현황

구분 기관명 시기 주요내용

판매

채널

손해보험협회 2015년 11월 온라인보험상품 실가격 비교, 판매 사이트

오픈

미래에셋생명 2016년 12월 모바일 금융·보험 오픈마켓통합 비교, 판매

사이트 오픈

상품

개발

흥국화재 2016년 6월 (KT와 협약) 운전습관연계보험(UBI) 상품

체험단 운영 중

동부화재 2016년 4월 (SK와 협약) 운전습관연계보험상품

‘SmarT-UBI 안전운전특약’ 출시

메리츠화재 2016년 3월 (KT와 협약) 운전습관연계보험(UBI) 상품

개시

유통/ 

판매

흥국생명 2016년 2월 24시간 온라인보험가입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개시

라이나생명 2016년 11월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Chatbot)’ 서비스 도입

언더

라이팅

푸르덴셜생명 2015년 12월 FICO 기술 접목, 신규 계약 언더라이팅 업무

40~50% 자동화

삼성생명 2016년 4월 보험계약자동심사시스템(AEUS)을 인공지능에

가깝게 고도화

교보생명 2015년 8월 빅데이터를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해결에 활용해

효율성 제고

AIA생명 2013년 고객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보험금

지급

라이나생명 2016년 2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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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NH농협손해보

험

2015년 12월 스마트 기기 통한 보험금 청구와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 출시

미래에셋생명 2015년 12월 모바일 기기 통한 보험금(30만 원 이하) 청구

서비스 개시

한화생명 2015년 11월 모바일 기기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모바일

센터 앱’ 도입

마케팅

및  고

객관리

NH농협생명 2016년 5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약유지율 예측시스템

구축

동양생명 2016년 4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약유지율 예측시스템

구축

한화생명 2016년 9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자료: 윤일영(2017), ｢보험과 기술의 융합, 인슈어테크｣, Weekly TIP, vol 63, 융합연구정책

센터

나. 규제 및 발전정책

그 동안 국내 인슈어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요소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왔

던 것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였다. 그러나 최

근 들어 금융당국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즉, 사전규

제 성격이었던 금융감독 체계를 사후규제 성격인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바꾸어나가

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안성심의 규정이었던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36조가 2016년 6월

사후 검증으로 개정되었다.1)

보안성심의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

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 도용 방

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이 규정의 존재로

새로운 핀테크 사업은 모두 보안성심의를 받아야 했고, 보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래 의도했던 서비스가 변형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이용의 편

의성을 증가시키는 핀테크의 본래 의도가 변질되고 오히려 신규서비스의 경쟁력 악화 및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2)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입증책임을 이용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

                                        

1) 금융위원회(20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4호

2) 이가은(2015. 1. 15), 보안성 심의 폐지, 국내 핀테크산업 신호탄 되나?, 

http://www.platum.kr/archives/33129



7 / 19

조와 연계하여 악용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서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

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금융

사고 발생시 피해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이 금융기관의 최선의 노력을 금융당국이 보증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대부분 피해소

비자가 패소했다. 따라서 보안성심의의 폐지로 핀테크 기업의 진입장벽은 줄어든 한편, 

보안소송관련 면책 요소가 사라졌으므로 핀테크 업체의 자체 보안을 위한 노력을 증가시

킬 유인이 생겼다.

금융당국과 입법기관은 기존 핀테크 산업을 가로막던 규제만 제거하지 않고 지원정책

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상담 지원 센터 서비스

및 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 지원센터, 정책금융 지원, 그리고 국회의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들 수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 산하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는 2014년

11월에 설립되어 행정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당국

의 유권해석을 수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공문을 받고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3) 2015년 개소한 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 지원센터는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사 참여 데모데이 개최, 금융사 1:1 멘토링 연계 등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 데모데이, 해외 핀테크 지원기관과의 교

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핀테크기업들간 만족도가 높다.4) 뿐만 아니라 핀테크 관련 업

종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2016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5천억 원 정도에서

2017~2019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한 3

조 원 규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발의되고 통과된 ‘핀테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핀테크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기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금융

위원장으로 하여금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자금지원, 핀테크 관련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2) 정부로 하여금 민간 부분의 핀테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세제상•금융상 지원 및 핀테크진흥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며 해외

진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5)

다. 쟁점

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슈어테크와 관련해서는 아

                                        

3) 금융감독원(2015), 핀테크 환경변화 및 감독방향, 금융감독원

4) 금융감독원(2016), 2016년 핀테크 육성 성과 점검을 위한 FGI 결과, 금융위원회

5) 김정훈(2015),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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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금산분리법,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의 부재, 보험업 영위주체에 대한 논쟁 등이 있다. 먼저 금산분리법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의 IT기업 인수가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의 인슈어테크 사업진출이 어

렵다. 금융지주법, 은행법 등에는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회사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가 기재되어 있어 보험업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만으로 핀테크기업 인수가 허용된다. 반면 보험업의 경우 인수대상이 전산시스템•소

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만 인수대상으로 제한되어 있

다.6)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6년 하반기 보험사들은 핀테크 업무제휴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P2P대출(금융플랫폼), 크라우드펀딩, 전자금융업, 신용조회업, 외환송금업, 금융데이

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등의 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금융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핀테크 업체를 꼭 자회

사로 둘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를 불허했다.7)

인슈어테크 관련 두번째 쟁점은 보험사들의 건강정보제공 서비스 관련 의료행위의 범

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해외 인슈어테크기업들의 경우 기타 IT 

정보 업체들•병원•보험사 등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앱을 이용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에서는 ‘법에서 지정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외에는 의료행위를 일절 제공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어 해석의 논란이

있다. 즉, ‘의료행위’의 범위와 구체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인슈어테크 업체와 의료업

계와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 민영화

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과 연계하

지 못하고 마케팅 차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다.8)

마지막으로 P2P보험과 관련한 보험업 영위주체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P2P보험은 친

구, 가족, 지인 중에서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는 가입자끼리 그룹을 형성한 뒤 동일한 그

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무사고 보너스를 받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

다. 소액 사고가 나면 그룹 내 적립금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초과 손실

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Friendsurance, 미

국의 Lemonade 등이 P2P보험 전문업체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도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

                                        

6) 안재만(2015. 9. 23), “핀테크기업 인수 막혀있는 보험업권…금융위, 내년 법개정 추진”,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 5092300720.html

7) 원충희(2017. 4. 10), “금융위원회, 보험사 P2P 자회사 불허”, the bell,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4 

070100011830000713

8) 김라윤(2017. 6. 1), “국내 보험업계 규제에 발묶여 ‘우물안 신세’”,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10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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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P2P보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공동 구

매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보험원론 측면에서 오

로지 보험 가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역선택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의 영위주체 정의도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보

험사만이 보험업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사가 P2P보험을 모집해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업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보험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9)

4. 미국 인슈어테크 시장

가. 산업현황

미국은 전 세계 인슈어테크 지분투자의 75%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

슈어테크 시장이다. 2016년 기준 110여 개의 인슈어테크 기업이 미국 내 존재한다. 그리

고 인슈어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뉴욕과 실리콘밸리 쪽에 집중되어

있다. <표 6>은 2016년 미국 내 인슈어테크 10대 기업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인슈어테크 투자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내 건강보험 관련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예방의료를 강조하는 오바마케어(ACA Act)의 실행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철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6> 투자 금액 기준 2016 미국 인슈어테크 10대 기업

기업명 분야
설립

연도
서비스

Oscar 건강보험 2013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건강보험 제공. 개인 맞춤

건강 관리 정보 제공.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유인체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Zenefits 건강보험 2013 소규모 기업에게 무료 HR 플랫폼 소프트웨어 제공을 통해

보험상품을 중개

Square 

Trade

보증보험 1999 2006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제품에 대한 보증보

험 제공

                                        

9) 유은정(2017. 5. 23), “P2P 보험 뜨는데…성장 막는 규제”,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3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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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 

Health

건강보험 2013 진료계약기관(PPO)으로서 통합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예방

차원의 환자 중심 솔루션 제공

Metromile 자동차

보험

2011 마일리지 정보를 포함하여 Pay-per-mile보험 서비스 제공. 

무료 무선장비를 통해 자동차 상태 진단

Accolade 건강보험 2007 개인건강정보를 기술 플랫폼을 통해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솔루션 제공

Gusto 건강보험 2011 급여 지불을 건강보험 혜택과 통합하여 고객사의 행정 효율

화 지원, 고객사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Collective 

Health

건강보험 2013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고객 맞춤 건강 플랜을 통합관리

Namely 건강보험 2012 HR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급여 혜택

을 통합 지원, 건강보험 정보 제공

Plan 

Source

건강보험 2008 고객사 직원들에게 직관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보험상

품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격차 해소

자료: FT Partners(2016), Prepare for the InsurTech Wave, 각 사 홈페이지

나. 규제 및 정책

미국의 인슈어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규제 불확실성 최소화, 금융

지원, 그리고 기타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는

규제 불확실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가 있다.10)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한 항목 외에는 허용한 규제로, 산업규모가 작

을 때는 규제를 하지 않다가 규모가 커지면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따

라서 신생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면 법률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

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에 대해 합법성 여부를 감

독기구에게 문의하면 감독기관이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이후 여기서 허용한 것

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징계하지 못한다. 즉, 비조치 의견서는 혁신적인 사업의 합법성

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미국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과 비조치 의견서

를 통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규 인슈어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부재가 국내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10) 배재광(2015),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 미국편｣,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 Fintech, 

2015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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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11)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네거티브 규

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12) 비조치 의견서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13)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미국은 제1의 금융대국이기에 인슈어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다. 인슈

어테크 투자는 핀테크 투자의 일환으로 주로 뉴욕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장기 이후 대규모 자본을 통한 성장을 위해 대형 투자은행 위주로, 

실리콘밸리에서는 태동기에 필요한 벤처 캐피탈 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4)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슈어테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정책, 핀테크 정책 및

기타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속해 있는 건강보험 분야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법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철폐, 개인의료정보보호관련법(HITEC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등의 건강보험 및 의료와 관련한 다양

한 법안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먼저 오바마케어는 2013년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주

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 개인보험 수요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15)

또한 1997년부터 균형재정법(연방원격진료법, Balanced Budget Act)이 시행되어 ICT 디바

이스를 통한 건강 정보제공 서비스의 장벽이 낮다는 점도 미국에서 인슈어테크기업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 쟁점

인슈어테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은 쟁점

들이 산적해있다. 그 중에서도 UBI,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정보수집 관련 쟁점이 있다. 먼

저 UBI와 관련해서는 개인 정보의 핵심인 위치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논쟁이 있다. 또

한 요율요소 선정과 기준의 공개, 텔레매틱스 데이터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하

                                        

11) 창조경제연구회(2015),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2) 신새롬(2017. 6. 1), “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위해 ‘네거티브 규제’ 강 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601020800038

13) 한국금융연구원(2016),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한 비조치 의견서 제도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14) 배재광(2015),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 미국편｣,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 Fintech, 

2015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

15) 김경준(2016. 6. 6), “인슈어테크’ 보험사 오스카 보험 고객에게 의사•치료법 정보 온라인 제공

설립 3년 만에 기업가치 3조 원 평가받아”, 조선경제아이,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t_num=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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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관련 개인정보가 어느 법에서도 보

호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융, 학생, 또는

건강 데이터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데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가 제한되어 있어 보험 적용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HITEC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법안 내의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법 또한 의사와 병원 등 건강 관리 제공자 단체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피트비트(Fitbit)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업체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6)

5. 영국 인슈어테크 시장

가. 산업현황

영국 핀테크의 핵심 발전 전략은 ‘생태계 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급격히 성장해왔으며, 정부 주도하의 규제 완화 환경

조성, 핀테크 허브 간 우수한 네트워크,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지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더욱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미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이

조성되어 인슈어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포석을 다져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핀테크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66억 파운드 규모였으며, 관련 산업 고용 인력은

약 6만 명이다.17)

인슈어테크 산업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세계 인슈어테크 딜(deal)의 5%

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이다. 영국은 브렉시

트 이후 인슈어테크 산업 성장이 불확실했으나 세계 보험시장의 중심지로서의 위상과 인

프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나. 규제 및 정책

영국의 FCA는 금융혁신 추진을 위해 2014년 5월 금융혁신 지원 프로그램(project 

innovate)을 발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FCA 산하에 이노베이션 허브 (innovation hub)

                                        

16) CIO Korea(2016. 12. 16),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 수집,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필요, 

http://www.ciokorea.com/news/32392

17) 양효은(2016),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6권, No. 31,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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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014년 10월에 개소하였다.18) 신규 핀테크기업 지원 전담부서인 이노베이션 허브는

핀테크기업들이 복잡한 금융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상품의 출시를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부서이다.19) 이 지원 프로그램은 규제 샌

드박스, 관련 종사자들 간의 정보교류 기회 제공, 규제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기타

규제 장벽 완화 조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영국의 핀테크•인슈어테크 산업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많

이 언급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2016년 말에 도입 하여 현재 시

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영국의 핀테크기업들은 규제에 덜 제약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출시 상품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산업에 진입한 신규 회사들은 출시 상품들을 통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20)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은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표 7> 규제 샌드박스 표준 테스트 기준

항목 기준

기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설정

고객 수
작은 수의 제한된 규모 및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해야

하며, 위험관리 및 고객 유치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정

고객 선정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고객층의 성격은 혁신 요소 및 대상

시장에 적합해야 하되 수반되는 위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

소비자

보호조치

소매고객(retail customers):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또는 금

융 옴부즈맨 서비스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보상체

계를 이용할 수 있음

고등급 고객(sophiscated customers): 세부 조건에 따라 고등급 고객만을 포

함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에 의해 보상의 제한 가능

테스트의 규모, 범위, 수반되는 위험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고지
사전동의(informed consent)하에 테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 대해 테스트의

내용 및 적용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함

자료 FCA는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18) 금융경제연구부(2016),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및 핀테크 업체 면담 결과 보고

19)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5), ｢부상하는 Fintech 동향과 IT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FKII 이슈

리포트

20) 양효은(2016),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6권, No. 31,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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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테스트 계획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

테스트 일정 및 중요 단계

성공 측정 기준

테스트 요소(기간, 고객, 거래 한도 등)

소비자 보호조치

위험 평가

종료 계획

자료: FCA(2016), Our future Mission, Default standards for sandbox testing parameters(양

효은(2016) 재인용)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런던의 디지털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시티(Tech City UK) 조성 및

주요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조성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코 시스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테크 시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구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테

크시티는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IT기반 신도시로 급부상했다.21) 뿐

만 아니라 영국정부는 핀테크 산업이 런던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 실

행된 ‘Tech North’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하여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핀테크 산업 활성

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 쟁점

영국 인슈어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쟁점으로는 위험요소 외의 데이터를 사용

한 가격차별에 관한 정부기관 대응,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기간이 끝난 후 FCA 규정 전체

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이 있다. 최근 FCA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보

호라는 목표에 비추어 시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격차별 및 교차 보조의 수준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통한 고객분석으로 가격차별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기업들은 어떤 소비자 그룹이

가격에 민감한지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은 능동적인 고객에게는 더 나은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동적이거나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에게는 관심갖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결국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수동적인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고 능동적인 소

비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FCA는 시장개입의 기준이 되는 가격차별 정도를 판

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21) 양효은(2016),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6권, No. 31,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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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규제 샌드박스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

에 해당 기간이 끝나면 인슈어테크기업들은 기존 보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가 적용된

다. 따라서 신생기업들이 FCA 규정 전체가 적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FCA의 금융 행위 관리국의 전략 및 경쟁 담당 이사인 Chris Woolard는 최근 인터뷰에서

FCA는 혁신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 시장의 결함을 용인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관해 타협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만일 새로운 금융 서비스기업이 은행처

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6. 중국•홍콩 인슈어테크 시장

가. 산업현황

1) 중국

중국 핀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은 P2P 대출의 시작과 중국인민은행이 2011년에 처

음 PG(Payment Gate)를 인정하면서부터이다. 이후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보험

등이 허용되면서 핀테크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다. 중국은 모바일 결제시장과 P2P 대출시

장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모바일 결제기업 알리페이의 거래액은 약

65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 유럽보다 다소 늦게 핀테크 산업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벌 핀테크 투자 규모 금액을 살펴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5년 중국

의 인슈어테크 투자규모는 10억 달러로, 글로벌 투자규모가 25억 달러로 추정됨을 감안

할 때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 이는 중국의 보험 보급률이 기타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글로벌 보험상품 보급률을 GDP 대

비 프리미엄 비중으로 비교한 그래프인데, 중국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부문을 합

친 보급률이 3%로, 대만 19%, 미국 7.3%, 영국 10%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인구 규모를 볼 때 향후 보험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중산층이 보험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22) 권오경(2016), ｢인슈어테크(InsurTech) 평가와 전망｣, KIRI 리포트, 보험



16 / 19

<그림 2> 글로벌 보험상품 보급률

자료: Sheng, Cliff, Matthew Leonard, Prashanth Gangu, Kang Liu, John BI, Wayne XU, 

Karen JI(2016), China Insurtech, Industry Report, Oliver Wyman and Zho ngan

중국의 인슈어테크 발전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세그먼트1, 신기술을 통해 소비자

의 요구에 대해 맞춤 상품을 제공하는 세그먼트2, 그리고 보험을 넘어서 고객 데이터 및

정보의 허브로서 하나의 생태계를 지향하는 세그먼트3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15년

각 시장의 규모는 세그먼트1은 2,070억 위안, 세그먼트2는 2,280억 위안, 세그먼트3은

120억 위안 정도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각각 7,470억 위안, 1,970억 위안, 2,020억 위안

으로 총 4.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은 각 세그먼트별 인슈어테크 산

업의 성장 내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 세그먼트별 중국 인슈어테크 시장 전망

주: 1) 세그먼트1: 온라인 채널, 세그먼트2: 신기술 적용, 세그먼트3: 생태계 중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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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제외 손해보험은 재산, 사고 및 여행 관련 보험상품을 포함

3) 타생태계는 금융서비스,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

자료: Sheng, Cliff, Matthew Leonard, Prashanth Gangu, Kang Liu, John BI, Wayne XU, 

Karen JI(2016), China Insurtech, Industry Report, Oliver Wyman and Zho ngan

2) 홍콩

홍콩은 아시아의 주요 보험허브 중 하나이다. 홍콩 보험시장의 보험료는 약 480억 달

러 규모이고 161개의 보험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rudential, Manulife, 

MetLife, AXA, AIA, AIA, Generali, SunLife, FWD, AEGIS, AEGON, RGA, SwissRe, PeakRe 등

수많은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지역 오피스들이 위치해 있다. 홍콩의 보험 유통시장에는

93,000여 명의 전문가, 대리인, 그리고 중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은 이외에

도 인슈어테크를 통해 새로운 유통채널이 탄생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뉴욕, 런던, 베를린, 싱가포르에 비해

인슈어테크 생태계 개발에 있어 비교적 초기단계에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홍콩 생명보험

판매의 1% 미만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계획과 규제

기관,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인슈어테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FWD는 UBI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 중이고, 디지털보험 판매 채널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

고 있다. 또한 Innovix Dirtribu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소비자의 70%가 웨어러블 제

품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건강 관련 웨어러블 기기의 수요가 커서 52% 이상이 운

동 중 웨어러블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건강

보험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규제 및 정책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 정책은 과감한 금융 개혁을 실행하고 있

다.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

ICT 분야의 발전 속도가 금융분야보다 빨라 구체적인 규제가 미흡하다는 특징과 상호작

용하며 핀테크 산업의 빠른 확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슈어테크 분야를 감독하

는 기구로는 핀테크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중국 인민은행(PBC)과 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산업정보기술부(MITT)가 있다. 해당기구들은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최근 P2P 대출 관련하여 불법 기금 모금과 무면허 입금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하여 규제방안을 고심 중이다. 홍콩 특별자치구 또한 인슈어테크의 발

전에 우호적이며 자금조달, 의사소통 및 규제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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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

중국의 경우 먼저 금융규제 체계상 허점이 존재한다. 금융서비스 부문을 감독하는 다

양한 규제기관이 있지만 이를 중앙집중적으로 감독 및 관리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과 기술혁신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라이선스 확보의 문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규칙과 규제가 없

기 때문에, 인슈어테크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라이선스를 가지기 어렵다. 이로 인해 비즈

니스의 합법성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존재한다. 금융산업에서는 신뢰성이 핵심인데 증가하는 데이터 이용에 비해

관리가 정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먼저 특정 부문별

규제 체제가 복잡하여 다양한 유형의 라이선스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슈어테크

사업에 대한 제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생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충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경우에도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시스템

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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