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을 통해 바라본

인슈어테크 비즈니스모델과 언더라이팅의 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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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및 발표개요

▣ 연구 및 발표개요

-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기술을 보험산업에 적용한 인슈어테크 비즈니스모델과

언더라이팅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언더라이팅의 미래를 갈음해 보고자 한다

▣ 자료

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점검 및 과제고찰/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KiRi) 2017. 8

2. 4차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 세미나 보험연구원(KiRi) 김석영 2017. 7

3. Underwriting and Data Analytics/ 수업자료 이건웅 2018. 9

4. 4차산업혁명과 언더라이팅의 미래/ 수업자료 이찬희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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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스마트폰보급확산에따라거의모든 생활을모바일플랫폼을통해해결할수 있으며,

사람들의사용경험도다양하고폭 넓어짐

알람 네비게이션날씨 게임 / 동영상

은행업무 기차예약식당검색/예약병원 스케줄 체크쇼핑교육

메신저/SNS

업무 Meeting

스마트폰
가입자수1)

4,142만명
(2015.4월기준)

1) 2015년미래창조과학부발표자료

2) 2015년 Google 실적발표자료

모바일 App
등록건수2)

200만개
(2015년현재)



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20세 이하
(Mobile native)

- 일평균 202분 -

1. SNS / 메신저 91분 44.8%

2. Entertainment 66분 32.6%

3. 검색 45분 22.6%

1. Entertainment 77분 47.4%

2. SNS / 메신저 45분 27.6%

3. 검색 41분 25.0%

1. Entertainment 66분 48.2%

2. SNS / 메신저 38분 27.3%

3. 검색 33분 24.4%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정보 검색, 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주로이용하고 있으며

日 평균2시간이상을 소비하고 있음

SNS/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북
(SNS)

인스타그램
(SNS)

구글
(검색)

네이버
(포탈)

다음카카오
(포탈)

인터넷 검색

유튜브
(동영상)

피키캐스트
(동영상)

멜론
(Music)

Enter-
tainment

연령별 이용 서비스 및 사용시간 서비스별 주 이용 플랫폼

20~30대
(Digital native)

- 일평균 163분 -

40세 이상
(Digital Adaptor)

- 일평균 137분 -

* 출처: 2015년AC닐슨/KT 경제연구소조사자료



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 변화à행동의 변화à Rule 변화”

스몸비(smombie) : 스마트 폰+좀비

스마트 폰에 빠져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고,

좀비처럼 걷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교통안전공단국감자료(2014)

보행中
사고발생건

약20,000건



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소비자들은 자신이 공감가는 정보/ 콘텐츠의 경우 디지털 접점을 통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경향을 보임.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보험산업에서 일어날 것임(다보스포럼 2015)

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초연결성

•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긴밀한 상호작용 발생

초융합성

• 디지털,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융합으로
새로운 생활환경 제공

초지능성

• 데이터를 향상된 IT기술로
분석하여 인간 수준에
근접한 지능 보유

4차 산업혁명

Industrial 4.0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가장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보험산업은

디지털에 따른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객의 소통 방식 변화에 대해 빠른 대응이
필요함

보험산업의 변화1)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할

금융사는 은행이지만,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보험산업에서 일어날 것임

(WEF 2015)

1) 보험연구원 ‘인슈어 테크 혁명 : 현황점검 및 과제고찰 (`17.08) 참조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기술기업은 규제범위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거나,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험산업을 위협하고 있음

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거대 플랫폼을 보유한 기술기업의 은행업 진출은 보험업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며,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한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음

기술기업의 금융권 진출 확대

이종
산업 간

융합

은행업
진출

종합 생활서비스 제공

대화 음식

영화 음악

금융

스마트홈

• 모바일 기술기업의 은행업 진출은향후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보험업 진출 시 영향을 할 수
있음

보험역경매, 인공지능 기반의 보험상품 추천 등

보험업을 위협하는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음

디지털 기반 새로운 경쟁자 출현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보험 역경매
플랫폼 등장

새로운
경쟁자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으로
고객의 기존 가입상품을 분석 평가하고
최적화된 상품 포트폴리오 제안

국내

해외

보험중개
서비스

방카슈량스
보험추천 서비스

보험사
160여 개 가입

방카슈랑스
취급 은행 가입



연구 배경_ 디지털시대 소비자들의 역설



연구 배경_ 디지털 환경의 변화

맞춤, 개인적

투명, 지능적빠름

편리

디지털

환경변화

▣ 급격히 변화 하고 있는 소비자의 행동습관의 변화및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과

같은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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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구성

▣ 인슈어테크 산업의 정의

-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의 보험서비스에 4차산업혁명기술

을 융합한 보험서비스의 혁신을 말한다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기술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인터넷,스마트폰 등), IOT, 

Telematics/ Telemetry, 인공지능 등이 있다

▣ 연구 방법/ 구성

-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활용한 현재까지의 인슈어테크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언더라이팅에 적용된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향후 언더라이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1)Telematics : Telecommunication(원격통신)과 Informations(정보과항)의 합성어, 자동차안에서 인터넷접속 or 원격 자동차 진단 서비스

2) Telemetry : 원격측정, 측정데이터를 멀리 덜어진 곳으로 보내고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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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산업 사업모델

인슈어테크 산업의 성장

어주요

인슈어테크 기업/ 사업분야

O 글로벌 인슈어테크 벤처투자 규모

� 투자금액 11배, 건수 6배 큰 폭 ↑

: 1.4억$(28건) → 16.9억$(173건)

� 지역별로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편중

: 북아메리카 75%, 유럽 14%

중국의 중안보험을 제외하고는 큰 규모

의 자금조달이 주로 미국 중심

<주요 인슈어테크 회사>

<분야별 인슈어테크 분포>

O 인슈어테크산업 초기에는 보험사모든 서비스를 통합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도
했지만 향후에는 보험사 가치사슬 각분야(상품개발, 판매,UW, 손해사정.. )를
전문으로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O 산업간 경계를 넘는 투자와 협업도 증가 → 비즈니스모델이 인터넷으로 이동
. 헬스케어, 블록체인, 텔레 메틱스, 사물인터넷, 드론, .. 등 기타 4차산업혁명 기술)



인슈어테크 사업모델

디지털 보험사/ 인터넷 소매 및 IT기업 _국내 보험다모아서비스(가격비교), 마이리얼플랜(보험역경매) 



인슈어테크 사업모델

방카슈랑스/ 핀테크 허브 P2P

하

O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종합금융, 이미 중요한 채널 됨



인슈어테크의 사업모델

사물인터넷(IOT)_ 텔레메틱스(Telematics): 전자통신 + 정보과학, 스마트폰 앱 or 플러그인장치



인슈어테크의 사업모델

사물인터넷(IOT)_ 헬스케어 웨어러블, 스마트홈



인슈어테크의 사업모델

빅데이터, 인공지능_ 인수과정 자동화, 가격결정, 보험사기, 고객세분화, 소비자행동예측, 상호작용



인슈어테크의 사업모델

기타 프로세스 개선_ 자동화 & 셀프서비스, 드론

O 보험업무관리: 최근 핵심키워드는 자동화와 셀프서비스

� 보험증권 발행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서비스 모든 활동 다룸

: 전통적 보험사들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기존시스템 의존해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

–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보험업무관리 프로세스 자동화 도와줌

- 복잡해진 금융기관 규제관리 위해 Regtech(규제(regulation)

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이란 용어도 등장

- 기존참여자: Majesco, Guidewire, Insurity사

- 스타트업기업: Outshared Insl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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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_ NEOFirst 社

▣ 의료 데이터 분석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건강 검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나이

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강나이 젊어질 수록 보험료 할인

실제 건강 상태를 반영한 ‘건강 나이’ 산출 알고리즘 개발3)

. 건강 진단 결과 증빙을 바탕으로 ‘7대 생활 습관 질환’ 관점의 건강 나이 산출

. 반영 항목: 체지방질량지수(BMI), 신장, 체중, 최고혈압, 최저혈압, 단백뇨,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수치(GOT, r-GTP), 혈당 등

• 절대적인 나이를 고려했던 보험료 책정을 실제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게 책정

• 웨어러블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 없이, 데이터 분석만으로 건강관리 유인 제공 및 로열티 프로그램 역할 수행

• 단, 건강나이 기반의 할인을 위해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및 정교한 알고리즘 필요

시사점

진단 및 청구 데이터 기반의 건강 나이 산출 건강 나이 기반의 보험 상품 판매

[ 일본 의료 데이터 센터 ]

• 건강보험조합2)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서, 건강 진단 서류4)

데이터 전수 보유

160만 명의 의료 데이터 분석

▲ 상품 카탈로그 ( 건강
나이가젊어질 수록 보험료도 저렴해
지는 기회! )

• 가입 후 3년 시점에서 보험 갱신 시 건강 나이에
따라 보험료 책정

– 가입 시 실제 연령 활용

– 건강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세 젊은 사람이
실제 나이와 같은 사람보다 생활 습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20~30% 낮음6)

– 예: 40세 남성 갱신 시 건강 나이가
35세일 경우 보험료가 약 15% 저렴

• 최대 ‘실제 나이+5세’까지 판정

1)제일생명의 자회사로, 방카슈랑스, 금융플라자 등을 주 채널로 비교적 저렴하고 단순한 생명보험 상품 판매
2) 일상 생활 습관과 관련이 높은 질병의 총칭;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7가지 질병이 포함됨
3) 미즈호제일파이낸셜그룹과 기술협약을 통해 알고리즘 개발



헬스케어&웨어러블_ Discovery社

▣ 남아공 Discovery社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 Vitality를 통해 보유고객의

건강증진을 유도하여 내부적으로는 낮은 해지율과 보험금지급을 달성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장저변을 확대함

• 항공,호텔,렌터카 할인
• 무료 영화관람
• 인터넷 쇼핑몰 할인

혜택제공

• 건강식품 구매
• 운동기구 구매
• 피트니스 활용

건강증진

• 온ㆍ오프라인 건강체크
• 건강프로그램 설치
• vitality 등급 부여

건강정보

Discovery 
Vitality

운동

건강음식

웰빙

피트니스

영양관리

건강관리

쇼핑

엔터테이먼드
라이프스타일

디스커버리바이탈리티(vitality) 프로그램

1997년 시작된 디스커버리사의 vitality 프로그램은 남아공 170만명 포함

전세계 400만명 이상이 가입된 디지털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보험사에 수출되어 운영 중에 있음

프로그램개요

• 연회비 (15천원) 납부, 건강평가후 가입
• 건강측정, 건강검진, 건강행동에 대해

포인트지급
• 포인트에 대해 회원등급별 혜택 제공

vitality 프로그램 효과

• vitality 등급이 높을 수록
è해지율과 보험금 지급에서 양호한 지표 (생명보험)

• 가입자 평균나이가 33.58세è젊은 우량체
고객 확보

•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시장저변 확대

보험금지급(34%) 해지율(52%)

26



헬스케어& 웨어러블_ Vitality 프로그램

▣ 피보험자 건강 습관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계약 유지 기간 동안 고객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 관리 독려를 통해 보험금 지급율을 낮춤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사망률 34% 감소, 계약 해지율 52% 감소)

유지 기간가입 심사

피보험자
건강 데이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고객에게 ‘Vitality Point’ 적립 (보험료 할인, 제휴 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시 피트니스 참여 시 운동량에 따라 건강식품 구매 시

• 디스커버리 네트워크 센터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체력평가,
식습관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수행

• 디스커버리 제휴 피트니스 센터
기준

• 피트니스 센터 등록 시 등록비의
75% 캐시백 지원

• 디스커버리 제휴
건강식품 업체 기준

• 건강식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25% 캐시백 지원

• S Health, iHealth 등 스마트폰
내 헬스케어 앱과 연동

• 가입자의 건강 상태, 흡연 여부, 질환 여부에
대한 일시적/일반적 건강 정보 획득

•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시점 이후 건강상태 변화
감지 불가

각종 건강 데이터 누적

• 활동량에 따른 보상프로그램에 스타벅스 런칭 후 프로그램 참여자 획기적 증가

• Oscar사: 손목웨어러블기기(Misfit) 로 목표 걸음 수 달성시 마다 하루 1달러 최대 20달러 보험료 할인(2년 4만명 확보)

• 신상품 개발, 심사 룰 고도화, 고객 관계 강화 등 이미 확보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시사점



스마트 홈_ Ring 社

▣ Ring이라는 스마트 초인종을 통해 누가 문앞에 있는지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도난사건을 줄여줌, American Family Insurance 연계 집 보험료 5% 인하

만일, 도난사건 발생시 Ring에서 자기부담금 전액 보전

• 초인종을 누른 사람의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택배기사의 신원을 카메라로 확인해 스마트락 기능으로 문 열어
택배를 집 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짐

.   최근 아마존이 1.1조원의 거액으로 인수 기존 아마존의 ‘알렉사(인공지능 음성비서)’와 시너지 기대 됨

.   보험사에서는 실질적인 손실 감소 안전장치를 장려하는 형태로 파트너십이 가능

시사점



텔레메틱스(Telematics)_ Progressive 社

▣ Progressive의 ‘Pay As You Drive’ 프로그램은 텔레매틱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운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안전하게 운행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음

• 실시간으로 운행거리, 운행시간, 급정거 횟수 등의 주행정보를 기록/분석하여 사고위험률을 계산

• 모바일 앱이나 차량 내부 기기를 통해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운행 습관을 확인

- 급정지 횟수, 급발진, 전화기 사용 횟수 등을 제공

•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평가하여 월 단위로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

운행정보 대쉬보드AT&T의 텔레매틱스 솔루션 도입

• 실시간 운행 데이터 수집 및 전달

– 운전자가 모바일 앱 “SnapShot” 또는 차량
내부 설치 기기를 설치하면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AT&T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Progressive에 전달

• 수집 데이터 항목

- 주행거리

- 주행시간

- 급발진 횟수

- 급정거 횟수 등

• 보험가입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
• 통신업체와의 기술 연계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및 분석
• Allstate사 위험단위충전방식보험(risk unit insurance)특허: 위험 행동 시 마다 보험료 지불 방식, 기존사고 획기적 전환

- 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는 ‘백미러에 그려져 있는 경찰차’라는 통계

시사점



필요 보장 및
보장 기간 선택

수익자 등
정보 입력

시뮬레이션
완료

성명, 이메일
입력

사진 업로드,
기본 정보
입력

흡연,
운동량 등

상세 건강
정보 입력

생존수명,
건강수명 예측

빅데이터 & 인공지능_LAPETUS社



빅데이터 & 인공지능_ LAPETUS社

▣ 스타트업 LAPETUS는 얼굴 분석, 생명과학 연구 내용, 다이나믹 설문 등을

연계하여 고객의 수명과 건강수명을 예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하는 플랫폼 ‘CHRONOS’를 개발함

• 셀카 업로드와 몇 가지 설문 항목 응답만으로
생존수명 및 건강수명 예측

• 의료 검사, 대기 시간없이 신속한 가입
심사 및 개인화된 상품 제안/보험료 책정
지원

• 같은 나이더라도 개인별로 노화 속도, 건강
상태 등은 다름을 고려하여 셀카를 통해 고객의
얼굴 이미지를 분석

• 생물학적, 유전적, 행동적 특성 등을 파악함

얼굴 분석

Facial Analytics

• 노화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및 이미 발표된
수많은 관련 연구를 결합하여 개인의 생애
이벤트 및 수명을 예측

• 고객의 생존수명뿐만 아니 라 건강수명을
함께 예측

생물-인구통계학 연구

Biodemography5)

• 수명 및 건강 상태 관련 질문 Pool을
구성하고 응답자 및 이전 질문 응답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 제시

• 생애 이벤트 예측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설문
제시

다이나믹 설문

Dynamic Questioning

가입심사 플랫폼

CHRONOS

• 업무 실 적용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분석 고도화 및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선행 필요
(엔젤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로, 아직 초기 컨셉 수준의 단계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업무 실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분석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업무 혁신 방안 모색 가능

시사점



빅데이터(on/off line 행동)_ AVIVA 社

▣ AVIVA USA는 청약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기대 수명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용이 높은 건강검진 결과 대신 고객 프로파일 및 온/오프라인 행동 데이터 분석으로

가입심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함

Couch
Potato

• 청약자의 위험도를 심사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전문 업체를 통한 고객 관련 외부 데이터 활용

• 가입심사 시 청약자별 약 $12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단, 고객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고객의 반감,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정보 제공 거부, 법적 논란 등의 가능성 존재

시사점

활용 데이터

•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하기 위해 고객 프로파일 및 온/오프라인 행동 데이터를 활용함

개인정보

• 인적 사항

• 취미, 여가, 관심사

• 가족력, 타사 가입 정보 등

온라인
행동 정보

거래 정보

• 신용 거래 내역

• 자금 이체 내역

• 대출 정보 등

• 온라인 쇼핑 내역

• 소셜 미디어 이용 정보

– 트윗

–‘ 좋아요’한 포스트 등

• 여행잡지 구독

• 학자금 대출 有

• 높은 TV 시청률

• 빈번한 패스트푸드 구매

낮은 경제력

낮은 신체 활동성

나쁜 식습관 소유

데이터 기반의 고객 기대 수명 예측

• 청약자 60,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보장 범위를 결정했던 심사결과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대 수명을
예측하여 반영한 심사결과를 비교

•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 예시: Athlete, Daredevil, Dieter, Couch Potato 등

• 각 유형별 발병 위험도/기대수명이 건강검진를 이용한 가입심사결과와 유사

기대수명
낮음

[ 예시 ] 수집 데이터

빈번한 해외 여행자

라이프스타일 및 기대 수명 예측



국내 현황_ 생명보험업계

• 국내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FICO(R) 솔루션을 기반으로 인수심사프로세스의 40~ 50%를 자동화

- 전체 언더라이팅 비용의 70%를 절감하는 효과

.   한화생명 개별 사망위험 예측 모델: 머신러닝 활용 고객별 스코어 산출 활용

시사점



국내 현황_ DB손해보험(smarT-UBI)

▣ T맵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거리 주행 후 부여되는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는 신개념 자동차 보험 500Km이상 주행 안전운전점수 61점 이상시 보험료 10% 인하

• 국내 높은 스마트폰 보급율에 착안해 기획된 상품, 안전운전 습관 에 도움

.   일률적인 주행거리와 할인 금액.. 등 할인 이외에 소비자와의 지속적 상호작용통한 위험관리 부족
시사점

T맵 네비게이션 통한 UBI(useage based  insurance)

• SK텔레콤 T맵과 제휴

– T맵을 켜고 500Km이상 주행후

안전운전 점수(61점) 이상시 가입

or 운행거리 부족시 가입 후 운행점수에

따라 할인 여부 결정

• 수집 데이터 항목

-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국내 현황



우리의 미래_ 사후보상 → 사전 예방/ 종합위험관리

마이너리티리포트 (2002년作)마이너리티리포트 (2002년作)

서술 진단 예측 처방

2014년 10월

미국 범죄예측 프로그램활용
[카네기멜론대학 개발]

데이터분석의 진화단계

현재 딥러닝
알고리즘 수준

데이터의
빈도측정

데이터의
특성파악

변수로
데이터 예측

현실로다가온 되어버린미래

지역 범죄율 개선
(평년대비 절반정도 발생)

범죄예측
데이터
분석

범죄지
역

파악

범죄자
네트워크

파악

경찰 감시
증가 및

검거

범죄예측 알고리즘
※ 유사 알고리즘으로

보험사기 예측모형 구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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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은 모든 금융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4차산업혁명의 혁신의 흐름도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늦은 2016년 정도부터 인슈어 테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레 나타난 변화는 아니다. 이미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중요한 채널로 자리를 잡았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소비자들의 인터넷과 디지털화가 소비자와의

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점점 늘어 간다. 2017년 2분기 모바일 통한 소매판매가 이미 9.4%를 넘었고 이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소통방식이 대면에서 모바일로 이동해 가고 있는 만큼 보험에서도 채널의

변화는 필수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언더라이팅에 대한 변화화 혁신은 타 보험가치사슬(value chain)에

비해 획기적인 것도 없고 움직임도 매우 미약하다. DNA속 게놈지도를 판독하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그 병에

언제 걸릴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얼마나 오래 살지도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한 사람의 게놈지도를

분석하는데 무려 15년, 비용은 3조원이 들었는데(1990년 기준), 이제(2014년)는 누구나 100만원을 내고 하루만

기다리면 개개인의 게놈지도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최근에는 100$에도 가능하다는 기사도 일루미나,미국) 

유전자 분석기술과 더불어서 스마트 칫솔, 스마트변기(매일 대.소변 의사에게 전달)가 현실화 된다면 현재 기존

보험사들이 하고있은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슈어테크가

발달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율, 세계최초 5G 구현이 가능한 인터넷망, 바이오 기술의

발전, 더불어 좁은 땅 덩어리(?)의 좋은 여건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슈어테크가 제대로 발달한다면, 

언더라이팅 영역에서의 자동화는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고효율의 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 허브가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행복한 상상을 해 볼 수 도 있다. 인슈어테크

전문가들의 기존 보험사들을 위한 조언들로 맺음말과 시사점 갈음

▣ 결 론



1. 머뭇거리지 말고 새로운 혁신에 대한 실험을 하라.

2.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뛰어 들어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래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3.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른 보험사와 협업하라

4. 고객과 직원들이 함께 테스트하고 실험하라

5. 내부에서 스타트업을 구축하라.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내부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라. 우리는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산업에서는 100년만의 개혁이기 때문에, 길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언급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6.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에 뒤쳐져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파괴적 혁신에 부합하는 법 제도와 규제의 정비가 절실하다.

▣ 결 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는 매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간다.
풍족한 먹이와 안식처,  지금이 최고 행복하다..

하지만 바로 그 때 다른 누군가는
‘아주 다른’ 계획을 추진한다...



우리는 어느 편 ??

기술의 변화가 빨리 오더라도

산업의 변화는 자연스럽고

천천히 진행되기를...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

현재 사업방식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기를...

규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보호받아야 할 기득권도 없고

보호해야 할 기득권도 없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빨리 만들거야.

그들을 파괴해야

우리의 세상이 오니까...

- 제프 베조스 -

파괴자 방어자

파괴적혁신의 아이콘 vs 규제의 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