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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Insurance Technology
ICT

InsurTec
h

InsurTech의 성장과진화

⇒더 나아가 보험의 근본 개념,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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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인슈어테크관련현황

보험시장은 다른 금융업 서비스에 비해 핀테크 도입 속도가 더딘 편으로 보험업의 특성

과 밀접한 관련.

1. 보험업은 은행이나 증권, 카드 등 다른 금융 분야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고 규제 변화

에 보수적이다.

2. 상품 특성상 단기보다 장기 전환 상품이 대다수이며 높은 계약 전환 비용이 발생해 변

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3. 대면거래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반면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융사와

피보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 않아 서비스 접점 제한적.

4. 고객의 의료·금융 정보 등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악조건에도 보험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인지하고 보험업계에 불어닥친

새로운 흐름인 인슈어테크를 주도하기 위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투자 확대. 

악사(AXA), 알리안츠(Allianz), 핑안보험(Ping An) 등 대형 보험회사는 인공지능·사물인터

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선도 기업과 협력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인슈

어테크에 투자하는 추세

인슈어테크 성장 여전히 제한적

국내외 대형사 주도 인슈어테크 투자확대



• 인슈어테크 관련 투자 13년 260백만달러에서

16년 12억달러 규모로 증가

• 북미, 특히 미국에서 60 %가까운 투자 실행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투자 활발

투자 규모(백만달러) M&A 딜

13 261.5 53

14 403.4 56

15 590.2 74

16 1192.7 91

비율

북아메리카 75%

유럽 14

아태 8 

남아메리카 2

인슈어테크 이전 기술 인슈어테크

목적 기존 보험서비스 효율적 개선
기존 금융기관을 우회하거나 기술 통해 보험 생태
계 구축으로 소비자 금융 서비스 수요 충족

주요기업 IBM, SAS와 같은 대형 IT기업 스타트업, 보험사

수익모델 기기판매, 라이선스 비용 등
기존 수익 이외 광고, 데이터 판매 등 다양한 수익
기반 보유

소비자편익, 접근성, 가성비 등 고객가치 제고

새로운 상품&서비스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인슈어테크가 미치는 영향

판매 채널에서의 혁신

• 온라인 혹은 디지털 채널, 애그리게이터(보험가격비교사이트) 활성화

• P2P 보험사 등장, 소수의 계약자간 위험 공유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보험 상품에서의 혁신

• UBI (Usage Based Insurance)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보험업무 프로세스에서의 혁신

•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보험금 사정업무

• 블록체인 기반 인수심사 및 인공지능 챗봇 활용한 고객응대 서비스



- 기존사가 온라인 채널 구축 추가 (Progressive, SwfitRe)  

온라인 전용사 설립(Oscar, Clover), 자회사 온라인 회사 설립 (Haven Life, 

Express Term), 

비보험 핀테크 회사의 보험 교차판매 Sofi, 디지털 브로커 Embroker, Insureon

- 영국 에그리게이터(가격비교사이트)서 보험판매 60%, 자동차보험 온라인 판매 확대

⇒ 비용효율성 개선으로 insurability 확장

보험판매 채널의 혁신

-. P2P보험사

-. 온라인 채널, 에그리게이터

- P2P보험사 독일 Friendsurance, 위험 인수가 아니라 위험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게 플랫폼 제공하고 수수료 수입
정보 비대칭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고 다품종 소량생산 가능
Bought by many 브로커형, Friendsuranc, Guevara, InsPeer 일부 손실 공유형,    
Teambrella, Cycle Syndicate 전체 손실 공유형, Lemonade 원수사형



현재 국내에서 인슈어테크가 가장 진화한 분야가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
험 판매하는 11개사 모두 TM 및 온라인 채널 보유. 
16년말 기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1542만명중 266만명, 17.5%가 온라인
을 통해 가입 . 12년 5.7%에서 4년만에 세배 이상 증가. 



보험계약의 성격이 변동성 관리에서 종합위험관리

On demand형 상품 소비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만큼의 보험상품 구매

: 우버, Airbnb 등 공유경제하에서 on demand형 상품 디지털 플랫폼위에서 확대 (Cuvva)

DIY형태 상품 및 서비스 증가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 결합으로 대규모 데이터 생성 및 집적

-텔레매틱스 기반 자동차보험, 웨어러블 기기 활용 건강, 주택, 애완동물 보험

보험상품의 혁신

-보험계약 성격, 보험 상품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 공유경제 : 보험의 주체가 제조사나 플랫폼 제공업체로 이전, 스스로 위
험을 분산할 수 있어 자가보험 self-insurance형태로 보험 보유하고 재난 상황에 대해서만 재
보사로 위험 이전
공유경제는 자산의 소유 개념에 변화 가져올 것 : 다양한 공유 자산의 리스크를 포괄하는
멀티라인 계약 등장 가능 사이버 리스크, 드론 리스크 등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리스크 보장
계약자 행위 기반 위험평가모형(Usage based Insurance) 사용 보편적 보험상품 개발, 새로운
데이터 측정 및 분석 기법( IoT등) 도입

-위험의 속성과 종류 변화



건강증진형 보험
웨어러블 기기 이용 사용자 운동량 체크하여
건강 습관 분석 가능

미국 보험사 휴매나, 시그나
운동 목표랑을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해
주는 서비스 제공중 국내 직토ZIKTO 등 웨어러블
업체가보험사 제휴하여 유사 상품 준비중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행위 분석 기반 (UBI) 보험

미국의 손해보험사 프로그레시브
UBI Usage Based Insurance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보험료
산정 자동차 평균속도, 최고속도, 운
전거리, 운전시간, 브레이크 작동 수
측정 분석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
진 운전자에게 보험료 최대 30% 할인

DB손보 SK텔레콤 제휴
업계 최초 SmarT UBI 서비스 선보여
운전자가 T맵을 켜고 500km이상 주행
후 나오는 안전점수 61점 이상이면
보험료 10%할인



블록체인 솔루션은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AIG, Standard Charterd, IBM 합자사는 영국 다국적 계약과 미국, 케냐, 싱가포르 세

지역 계약과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전환

Allianz Risk Transfer AG와 Nephila Capital Limited는 대재해 스왑 거래에서 블록체

인 스마트 계약 기술 활용 파일럿 시험 성공

교보생명 소액 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

보험 업무프로세스의 혁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 인수 및 보험금 손해사정 등 보험 업무 관리의 자동화

인수과정 자동화 회사 EagleEye Analytics, Quan Template 

일본 후코쿠생명 ‘왓슨 익스플로어’ 도입 병원 진료기록 복용 의약품 분석으로 보험금

지급사정업무

보험사기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회사 Enservio빅데이터 활용 타겟 마케팅 USAA

-.보험업무 관리의 자동화

-. 블록체인 기반 인슈어테크 성공 사례



블록체인은 금융 거래 방식의 혁신 가져올 것

-분산거래장부 혹은 분산원장기술로 탈중심화/민주화의 특징

위변조 원천 불가능해 신뢰성 높고 모든 거래가 추적가능해 투명성 높음. 

금융거래에 있어 효율성 증대 및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 예상 & 거래비용의 획기적 감소 가능

스마트계약, 위변조 방지, 본인인증, 송금 및 지급결제, 실시간 모니터링 등에 응용 가능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수단 대체나 거래효율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탈중심화의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

보험계약 정보 및 회계기록 중앙집중형 서버에 저장 - 블록체인 기반 계약자 개인이 모든 내용 공유 저장

블록체인과 보험

블록체인 기술 활용 국내 현황

§ 국내 블록체인 보험산업내 적용 사례 해외에 비하면 미흡

- 교보생명 블록체인 활용 보험금 지급체계 구축

- 생보업계 블록체인 컨소시엄 결성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시도

§ 블록체인 기대효과 크게 3가지

1) 금융업종간 본인인증시스템을 모두 연결한 블록체인망 구축수 본인인증절차 간소화

2) 표준화된 보험상품 보험금 지급 공동망 구축하면 보험금 중복 지급, 과다진료, 보험사별 보

험금 지급 심사 차이로 인한 민원 감소

3) 보험계약정보 및 지급자료의 관리를 블록체인화 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 향상 가능



블록체인기반 보험금 자동지급

교보생명 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
에 블록체인 기술 일부 활용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하지 않아도
블로체인 시스템이 병원비 수납 내
용과 보험계약 정보 활용해 보험금
지급하게 됨. 

세계 보험 업계도 지난해 10월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 컨소시엄을만들어 블록체
인 기술을 보험에 활용하는 것을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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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핀테크관련규제현황_관련법규

구분 내용 관련 법규

전자금융업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간편 결제)

전자금융거래법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간편 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 결제)

전자금융

보조업자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 (카드VAN사)

전자금융거래법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 (은행VAN사)

전자금융업무와관련된정보처리시스템을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위해운영(정보시스템운영업체)

신종

금융회사

(권역별 금융업법)

인터넷 전문은행 (핵심채널이 온라인으로 전환) 은행업법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자본시장법

인슈테크(온라인 소액 보험 판매 허용 등) 보험업법

비금융회사의 소액 외화 이체업 허용 외국환거래법

신종금융서비스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분석

(신용정보분석 개발, 빅데이터 개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스마트기술을이용한혁신적금융업무·서비스관련소프트웨어제공(금융보안,비대면인증등) 전자금융거래법

기존 금융거래 방식과 다르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기반 제공 (P2P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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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핀테크관련규제현황_규제개선경과

분야 주요내용 시기 관련 법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발표 ’15년 6월

은행업법
․금산분리 완화, 허용 업무 범위, 건전성 감독 등 은행업법 개정안 마련 ’15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한국카카오,케이뱅크) ’15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16년하반기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발표 ’13년 9월

자본시장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

시장법 개정
’15년 7월

․중앙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선정 ’15년 8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16년 1월

로보

어드바이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발표 ’16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운영 ’16년 9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ㆍ일임 허용 ’17년상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방식(복수의 비대면 방식) 허용 ’15년 12월 금융실명법, 

전자금융

거래법․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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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핀테크관련규제현황_규제개선경과

분야 주요내용 시기 관련 법규

해외송금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등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발표 ’15년 6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비금융회사의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 필요) 내용의 시

행령 개정안 마련
’15년 12월

․소액 외화이체업 시행 ’16년 6월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외국환업무 허용 내용 등의 외환거래법 개정안 마련 ’16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17년 7월

P2P대출

․서비스 적법성 등 연구용역 수행 ’15년상반기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 ’16년11월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자본금 3억으로 완화) 등 내용의 전금법 개정 ’16년 4월

전자금융

거래법․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시행

단, 2분기이상 연속 거래금액 30억 초과시 신고 및 자본금 증액 필요
’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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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핀테크관련규제현황_규제개선경과

분야 주요내용 시기 관련 법규

핀테크 기업출자

활성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신사업부문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15년 5월 금산법, 은행업법 등

빅데이터 활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 내용의「금융권 빅데

이터 활성화 방안」마련
’15년 6월

신용정보법,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출범 ’16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마련 ’16년 4월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발간 ’16년 7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년 7월

보안성

심의폐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15년 2월

전자금융

감독규정

․국가 인증제품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15년 3월

․사전 보안성 심의폐지(자체 보안성심의 도입)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15년 6월

․보안성 심의 사후보고 절차 마련 등 시행세칙 개정 및 업무메뉴얼 정비 ’15년 9월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17.11.13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3조의3)

ㅇ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 허용범위에 예외를 인정

□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 간소화
ㅇ 후선업무중금융업영위나인허가받은인적, 물적요소의유지와무관한단순집행업무위수탁보고없이위탁을허용

□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ㅇ업무위탁이금지되는본질적업무의범위축소(→ 예금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발급, 보험계약부활처리, 재보험정산업무등위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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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인슈어테크관련규제현황

정보의 수집, 분석 등 데이터 활용 전단계에 걸친 규제

이에 정부, 18.3월 비식별정보를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빅테이터 분석,
이용 하도록 허용하는 정보규제완화방안 발표*했으나

동 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비식별화 데이터
의 다른 정보와의 결합 사용여부 등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법적 리스크 상존

출처 : 금융위원회(2018.3),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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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인슈어테크관련규제현황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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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인슈어테크관련규제현황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
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사의 열람요청권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관련 업무’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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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인슈어테크관련규제현황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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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인슈어테크관련규제현황

가상통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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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슈어테크등핀테크활성화를위한노력



25

05 결론및시사점

■ 이상, 국내인슈어테크(핀테크) 트렌드및 규제현황에대해알아 보았음금융특
히보험은 대표적인규제산업으로 그간어떤금융산업보다 정부의통제 아래사
업을유지하여, 상품과 서비스에있어 다양성과혁신의속도가 더디고전세계 유
수보험사들과 그격차가 점점벌어지고있는 실정

■ 특히보험업계는 가상통화, 빅데이터활용개인정보보호 등실제국내 법체계 내
에서많은 난관을가지고 있으며 다양한이해관계자(업계)등과의조정과 사회적
합의가필요한 부분이많음을 알수있었음.

■ 현재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 등핀테크 활성화를위한방안 등을적
극추진하고 있으나, 활성화방안의 대부분이규제완화로이는 그간우리 금유산
업규제가 높다는것을 반증(이병태(2017.3월), 아시아미래포럼세미나토론자료)

■ 다행히최근, 영국의 규제샌드박스와같은금융규제혁신 특별법안이발의되어다
양한실험을 할수 있는기회가마련 된것은 우리나라의인슈어테크산업이 발전
할수 있는계기가 될것으로는보이나, 금융선진국 및신흥국의 발전속도를현재
이와같은 규제완화속도로 보험업계가쫒아갈 수있을지는 의문임. 정부,국회, 
학계, 보험업계가함께 혁신적인규제완화 방안에대해좀 더심도있는 논의가있
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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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및시사점

■ 새로운금융기술은 첨단정보기술발전과함께 온라인과오프라인의경계를 허물
고금융기관이 아닌 IT기업을중심으로 산업간융화를통해 더욱빠른 속도로발
전해나갈 것으로예상

■ 이에금융소비자는 더편리하고더 수익성이좋고, 더서비스가 좋은회사로 이동, 
기존의환경에 안주, 변화를추구하지 않는보험사는도태될 수있을 것

■ 현재대부분의 보험사들에서는핀테크관련 전담부서*및인력확보에적극적이지
않으며현시점의 관련규제를 이유로사업추진에소극적임. 그러나 향후국회와
정부에서핀테크에 관한의지를 가지고강력하게추진할 경우관련 규제개선이빠
르게진행 될때, 관련 사업을미리준비해온 회사와아닌 회사의격차는커질 수
밖에없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만 전담부서운영, 생보는 미조사.

■ 이에보험사에서는 핀테크관련기술,시장동향모니터링 강화및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할 것임. 아울러핀테크가 활성화될수록개인정보의 보안문제, 시스템
안전성, 금융사고대비및 소비자보호등 사회적책임등이 더욱강화 될수있으므
로관련 방안에대한 심도있는논의와 준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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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2018.6)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동향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2017.12)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 길재식(2018.1) 핀테크 시대 그리고 인슈어테크, 월간 손해보험 1월호
§ 국회입법조사처(2017.10) 국내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 클라우스 슈밥(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 돈 탭스콧(2017), 블록체인 혁명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E8I0G3X0T6M1P7N4T0Q1K4P8D3D2



핀테크와 인사관리

참조언론보도

§ 이코노미스트(2017.7.24), 4차산업혁명시대 보험의 미래는 인슈어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바람 타고 진화 (강별철)

§ Frost and Sullivan 세계시장동향(2018.5.18) IT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보험 인슈어테크 (신은경)

§ 머니투데이(2017.6,6) 건강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건강증진형 보험료 할인‘(박상빈)
§ 조선일보(2018.6.16), 은행권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 7월 출시…기존 공인인증서도 계속 쓸 수 있어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0/2018061000415.html
§ 테크M(2018.5월호), 계속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논란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4848
§ 연합인포맥스(2018.5.21), (정순섭의 법과 금융] 기업금융법제와 투자자보호 그리고 기술의 발전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759)
§ 매경이코노미(2018.3.9) 비트코인 시들한데 해외 ICO는 ‘후끈’ 한국선 아직 불법…허용 여부 갑론을박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8&no=154896)
§ 중앙일보(2018.4.9) 투자유치 금액 많은 스타트업, 3위 배달의 민족···1위는

(http://news.joins.com/article/22495396)
§ 동아일보(2018.3.14), 라쿠텐, 라인, 카카오도 관심 보내는 ICO... 대체 뭘까?(http://it.donga.com/27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