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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



Centralized

BLOCKCHAIN

이란 무엇인가?

Decentralized

기존 중간자들을 통해
관리되던 것들(중앙화)을

사용자 모두의 손에
되돌리는 것(탈중앙화)

모두의 공공 장부



그렇다면,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작업 증명 과정에서 사용되는 참여자들의

컴퓨팅 파워와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상

블록체인 시스템을 움직이는 연료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장부(블록)를

봉인해서 기존의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일: 작업 증명



History

나카모토사토시
<비트코인:

P2P전자현금 시스템>
논문 발표

스테판 콘스트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확보된 체인을
구축하는 실용적 솔루션

애덤 백

해쉬캐쉬 ‘작업증명’
알고리즘

비트골드

탈중앙화 디지털화폐

데이비드 차움

디지털 화폐와 블라인드
서명의 창시자

1982 1997 1998 2000년대 2009

웨이 다이

B머니, 익명의 분산
전자현금 시스템



대표적인 암호화폐

구분 BITCOIN ETHEREUM HYPERLEDGER

분류 PUBLIC
BLOCKCHAIN

PUBLIC
BLOCKCHAIN

PRIVATE
BLOCKCHAIN

참가자격 누구나
참여 가능

누구나
참여 가능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허가된 노드만 참여 가능

성능 약 10분마다
블록 생성 (PoW)

약 12초마다
블록 생성 (PoW / PoS)

갱신 시 합의를 확정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 보장

트랜잭션
은닉화

트랜잭션 정보
공개

트랜잭션 정보
공개

트랜잭션 정보
공개/비공개 선택 가능

스마트
컨트랙트

거의 없음.
제한적 용도로 사용 가능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가능

체인코드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가능



BLOCKCHAIN과

원수보험



기존 보험사 업무 프로세스

보험사

인수심사
고지내용

과거 보험금 청구 이력 등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급 지급 여부 안내

고객과의 접촉 및
모집활동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청구서류 제출

보험사 보험사

설계사
TM영업

인터넷 보험
방카슈랑스 고객

1. 낮은 투명성
2. 불필요한

시간/추가비용 발생
3. 취약한 보안 문제



기존 보험사 업무 프로세스

보험사

인수심사
고지내용

과거 보험금 청구 이력 등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급 지급 여부 안내

고객과의 접촉 및
모집활동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청구서류 제출

보험사 보험사

대면판매설계사
TM 영업

인터넷보험
방카슈랑스 고객

1. 낮은 투명성
2. 불필요한

시간/추가비용 발생
3. 취약한 보안 문제



Blockchain & Insuretech

ㅇ

인증등록

제휴기관

맞춤형

상품추천

One Stop

보험가입

AI

고객 서비스

블 록 체 인 과 보 험 마 케 팅 P R O C E S S

보 험 가 입 N e e d s 의 주 체 변 화



Blockchain & Insuretech

보험금

자동 청구

자동

서류 제출

AI

자동심사

AI

보험금 지급

블 록 체 인 과 보 험 마 케 팅 P R O C E S S



Insuretech
& Current Situation

레몬클립 & 교보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생명

디레몬의 보험 자동분석 솔루션 ‘레몬브릿지’와의 제휴를 통해
설계사들의 편의성을 높임

보험회사 & 플랫폼 회사 MOU, 보험환경 변화

보험

분석

자동차

보험

비교견적

소액

보험

청구



Insuretech
& Current Situation

교보생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 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구축 및 시행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보험계약 대출 신청 가능

교보생명의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

AXA 손해보험

비행지연 보험 상품 ‘피(Fizzy)를 판매
비행시간 2시간 이상 지연되는 조건이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 
블록체인 기반 이더리움 기술 활용



기대효과

Insuretech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계약 시간 단축

계약 관련 부분 투명한 관리로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계약 진행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_ 보험자, 계약자, 경찰등

4차 산업에 따른 정보 보호와 관리 체계를 구축

규제는 소비자보호에 엄격하되 국내 기업들이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규제 완화 검토

금산분리법, 폐쇄적인 의료법 개정, 보험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블록체인을 통한 안전한 거래 정보 저장으로 계약 관련 데이터 안전한 보관

신속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 Needs에 대한 주체 변화

개선과제

국가의 핀테크 기업 자금 지원 , 사이버 보안 향상, 세제 혜택 부여



BLOCKCHAIN과

재보험



기존 재보험 업무 프로세스

원수사에서
구득/출재 요청

원수사

재보험자 컨펌
이메일 및 싸인 슬립

중개사에 전달

최종 싸인 슬립 전달 및
중개사 PCA 송부 요청

재보험사에 접촉 재보험자 싸인 슬립
원수사에 전달 및

원수사 클로징 슬립
확인하여 재보험자 전달 및

컨펌 요청

재보험자 재보험자

중개사 중개사

ENDLESS 
PROCESS



재보험 산업 블록체인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종안 테크놀로지

Gen Re

Hannover Re

China Re

단일 블록체인 플랫폼에
일반보험, 재보험, 출재보험 등의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중국 재보험 시장에서 시행 예정



B3i Project

40 Members including Allianz, Generali, Hannover Re, Liberty 
Mutual, Munich Re, SCOR, Sompo Japan Nipponkoa Insurance, 
Swiss Re,  QBE Re, Tokio Marine, XL Catlin, Zurich, Aon, Chubb, 
AIG, Mapfre Re, Gen Re, JLT Re, and so on

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

2016년 15개의 회원사로 출발하여 현재 40개의 회원사 참여

Property XOL Reinsurance contract 플랫폼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B3i Project
각 회사는 Private Ledger를 가짐

각자의 계약 정보 및 데이터 저장

Mater Data:
공통 정보 및 회사 정보, 보험 약관 등이
담겨 있으며,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

Communication Ledger:
암호화되어 계약 당사자 간에만 공유됨

Singed line이 각 당사자 간에
동의되는 시점까지 플랫폼에서 소통하며
출재 관련 정보는 암호화되어
각 참여자에게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전달됨



기존 재보험 계약의 Uncertainty 제거 가능

기대효과

누락 서류 여부 즉시 확인 가능

배서 처리가 즉시 가능해지며, 
클레임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 발생 가능성 감소

재보험 계약 참여자 모두 동시 소통 가능

재보험 계약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 가능

원수사, 중개사, 재보험사 모두 비용 및 인건비 절감 가능



RESULT



보험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

블록체인

보험 산업의 방향성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