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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공지능(AI) 개관과 보험산업 
활용 현황

1. 인공지능(AI) 개관23)

가. 인공지능(AI)의 정의와 유형

1)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AI)’를 말하는데, AI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분야에서는 생물학적인 접근 측

면에서 인간의 지능 그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컴퓨터과학분야에서

는 인간이 지능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기계에게 맡기는 시도를 하는 등 인공지능에 대해

서는 아직 학제 간에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2) 인공지능의 유형

인공지능의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공지능의 특성과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라는 점에서 ‘범용적인 

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이 지능을 사용하는 기계에게 맡기는 ‘특화형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약한 인공지능이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에 관한 기술로 이해되면서 영상처리와 자연어처리 등의 분야에서 널

리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23) 이하의 내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평성 30년에 공표한 인공지능·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자세한 것은 経済産業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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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의 학습알고리즘

인간이 활동하면서 얻는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이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중 대표적인 것이 기계학습이다.

1) 기계학습

“기계학습”이란 어떤 데이터중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이러한 규칙에 기초해서 미

지의 데이터에 대한 추측·예측 등을 실현하는 학습기법 중의 하나를 말한다.24) 기계학습

이라고 분류되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관찰된 원 데이터에 

기초해서 귀납적으로 소프트웨어(즉 ‘학습용 모델’)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2) 기계학습의 기법

기계학습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딥러닝(Deep learning)’ 등으

로 세분화된다. 

이 중 ‘지도학습’이란 어떤 입력에 대해 희망하는 출력이 사전에 부여된 데이터 세트를 통

해 일반화된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 이용되는 학습기법을 말한다.25) ‘비지도학습’이란 희

망하는 출력이 주어지지 않은 채 학습용 데이터 세트로부터 일반화된 법칙을 도출하기 위

해 이용되는 학습기법을 말한다.26) 반면에 ‘딥러닝’이란 기계학습 기법의 하나인 뉴럴네

트워크(뇌의 정보처리를 모방하여 개발한 기계학습의 유형)를 다충화하여 실행하는 것으

로, 보다 정밀한 추론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을 말한다. 다른 기계학습방법과 비교하여 학

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최근의 기술개발(컴퓨터 처리속도의 향상, 인터

넷에 의한 데이터수집 용이, 클라우드서비스에 의한 데이터 보존비용의 인하 등)로 이용

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기법이다.

24)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인공지능의 하나의 분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데이터로부터 얻은 경험을 활용해 그 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는 견해로는 E. 

Alpaydin(2020)

25) 예컨대 꽃에는 꽃이라고, 사람에게는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컴퓨터에게 학습하게 하는 것을 말함

26) 입력용 데이터만을 갖고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낸 뒤 분류를 하여 답을 찾는 것임



Ⅱ. 인공지능(AI) 개관과 보험산업 활용 현황 9

다. 인공지능기술의 실용화 과정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그 실용화를 위해 학습용 모

델을 이용하는 경우 단계로 (i) 학습 모델의 생성단계(‘학습단계’)와 (ii) 생성된 학습용 모

델의 이용단계(‘이용단계’)를 거치게 된다. 

(i) 학습단계는 다양한 원천으로 수집·축적된 원데이터27)에서 최종적인 성과물로서의 ‘학

습용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데이터에는 오류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어 

그대로 학습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데이터는 가공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처럼 학습을 하는 데 적합한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원데이터로부

터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용 데이터 세트로부터 일정한 규

칙을 추출하고 이러한 규칙을 표현하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학습

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기계적으로 조정

된 ‘학습용 매개변수(parameter)’를 포함한 모형을 얻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학습용 모델이 

만들어진다. 

(ii) 이용단계에서는 학습용 모델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출력으로서 일정한 결과를 

얻게 된다.

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용 시 주의사항

1) 개발 시 특징

인공지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학습용 모델의 내용이나 성능 등이 불명

확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학습용 모델의 내용 내지 성능이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의해 

좌우되는 점, 그리고 학습용 모델의 이용 시 부가한 다양한 요소들(예컨대, 회사와 사용자

의 선택 수준, 소프트웨어 장착의 기술 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대상이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개발 시 당사자들은 개발이 완료된 후의 학습용 모델의 

성능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학습용 데이터 세트 외에 미래 입력데이터가 어떤 것인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 시 상정한 성능의 보장이 곤란하다. 

27) 원데이터는 이용자, 개발자, 서비스이용자, 기타 사업자, 연구기관 등에서 일차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말하며, 이

에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포함되고, 그 외 수집·축적된 데이터도 포함됨



10 연구보고서 2021-05

또한 학습용 모델에 의한 추론결과가 기대된 대로 정확하지 못한 경우 학습용 데이터 세

트의 품질 문제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설정한 매개변수의 문제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

다. 이러한 것은 특히 딥러닝의 경우에 더욱 어렵다. 

2) 이용 시 주의사항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크게 (i) 개발자에

게 의뢰하여 학습용 모델을 생성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i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서비

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형으로 구분된다. 두 경우 모두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이를 이용하여 학습프로그램에 학습시킨다. 물론 개발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학습용 모델의 생성자인 개발자와 원 데이터 내지 입력데이터를 

제공한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지적재산권의 귀속 내지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용 모델 내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품

질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학습용 모델의 생성과 이용 등 각각의 단계에서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보험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 해외

1) 보험인수(계약심사)

보험인수 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i)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와 (ii) 인공

지능을 이용하는 인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Manulife28)와 미국의 Allstate와 같은 대형 보험사

와 이외 소규모회사인 Lemonade가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스타트기업인 Cape 

28) First Canadian Life Insurer to Underwrite Using AI - Algorithm-X Lab(algorithmx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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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와 Lapetus를 들 수 있다. 이 중 Lemonade와 Cape Analytics와 Lapetus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가) Lemonade

국내에서 많이 소개되는 Lemonade는 비교적 단순한 개인용 주택보험만을 취급하는 보

험회사로,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사용하여 인수, 판매, 보험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고

객이 견적을 받은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는 데까지 90초 내외가 소요되고 보험금 지급 시 

청구에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3초 밖에 안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29) 또한 고객이 지

급한 비용의 내역(통상 20%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80%는 보험금의 준비금, 재보험, 사업

비로 충당하고 잉여분은 기부)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0)

나) Cape Aanlytics

Cape Aanlytics는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기업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재산보험

(property insurance)의 리스크와 데이터를 생성하여 보험회사 등31)에 제공하고 있다. 

Cape Analytics는 공중에서 찍은 최신 영상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건물 등의 크기, 상태, 설비의 잠재적 위험성, 재해 시 피해정도 등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

를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평가한다. 이러한 리스크와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

폼에서 제공하며 보험회사 등은 API를 통해 기존의 인수시스템과 대리점에 연결하여 사

용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인수만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에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TigerRisk 

29) Lemonade사는 보험의 가입과 보험금 청구에 있어 인공지능과 챗봇을 활용하여 보험프로세스의 리드타임을 줄

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예컨대 보험 가입에 있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보험 가입자의 소비자행동에 기반

하여 레모네이드앱에서 마야(Maya)라는 상담사와의 챗봇을 통해 보험 가입이 약 90초 만에 성사됨. 이는 보험계

약을 위한 심사단계인 언더라이팅에 있어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짐(Jim)이라는 챗봇이 처리를 해줌. 인공지능기반의 채팅을 통해 짐(Jim)에게 청구를 하면 청구내용

이 거짓이 아닌지, 그리고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험금은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을 최단시간에 처리함. 자세한 내용은 조재욱(2020), p. 177 참고

30) 통상 InsurTech기업들이 자사 자체적으로 위험을 보유하지 않는 보험중개업 등의 비즈니스형태를 취하는 것과 

달리 Lemonade사는 인수한 보험위험을 로이즈나 XL Catlin 등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31) Cape Analytics는 보험회사 외에도 정부기관과 민간회사에게 고해상도의 공중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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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라는 보험중개인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일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보험금의 지급처리를 함에 있어 보고되지 않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의 

정도를 Cape Analytics의 위험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32)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래 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공적인 기록에 의한 데이터만 이용된 경우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재산 관

련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보험금 신청의 간소화·신

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Ⅱ-1> Cape Analytics 제휴 현황

자료: https://coverager.com/state-auto-insurance-and-cape-analytics-partner-to-bring-geospatial-ai-to-

small-commercial-property-underwriting/

다) Lapetus

Lapetus는 2015년 설립된 회사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탑재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Janus)와 생체인구통계학(biodemography) 정보,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취득한 보험사고

정보를 조합하여 고객별로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툴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33)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의 인수플랫폼인 CHRONOS를 제

공하고 있다.

32) 金 奈穂(2018), p. 55

33) https://www.lapetussolutions.com/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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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S는 이용자가 찍은 셀프사진을 기초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얼굴을 분석함으

로서 성별, 노화율, 흡연의 유무 등을 60초 안에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위험과 데이터

를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의 인수에 사용하게 한다. 이를 통해 종래보다 정확하게 건강상태

와 수명을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보험회사의 경우 통상 연령을 기준으로 

한 수명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노화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CHRONOS는 안

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노화율을 산출하고 실제 건강연령을 측정한다. 또한 일반

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험이 더 크다고 보지만 그중에는 비흡연자보다 오래 

사는 흡연자도 있기 때문에 CHRONOS는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흡연자를 안면인식 소프

트웨어를 이용해 분석하여 결과를 산출한다.34)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CHRONOS의 분석결과를 가미하여 리스크 평가의 정밀도를 높이거나 허위의 신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인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CHRONOS를 이용하는 경우 고

객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어 고객 측면

에서도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이같은 서비스가 확

대될 수록 고객 스스로 보험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다만 현재 CHRONOS에 탑재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학습단계에 있어 그 판별결과가 

완벽하지는 않고 또한 모든 기능이 실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CHRONOS를 도입한 

Quilt의 경우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셀프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몇 초 안에 예상

보험료를 안내하는 서비스(Selfie quote)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아직 

학습단계에 있어 고객이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CHRONOS에 탑재한 흡연 관련 분석기능은 활용되지 않고 있어 보험료 견적 시 고객이 

비흡연자임을 전제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35)

34) Selfie biomarkers: AI and insurtech implications for Longevity(https://www.longevity.technology/s

elfie-biomarkers-ai-and-insurtech-implications-for-longevity/)

35) 金 奈穂(2018),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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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s://www.lapetussolutions.com/solutions/chronos/

<그림 Ⅱ-2> Lapetus의 CHRONOS

2) 보험금 청구

영국의 인공지능 전문회사인 Tractable은 미국 견적시스템 Mitchell과 업무제휴를 맺고 

영국의 보험사 Ageas와 협업하여 전체 사고의 50%를 인공지능 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3분 안에 전송받은 차량사진에 기초하여 손해사정을 한다. 

<그림 Ⅱ-3> Tractable 인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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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Tractable 손해사정 앱

반면,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은 ‘당순바오’라는 인공지능 손

해사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차 사진만으로 번호판과 차량모델, 각 부품을 인식하여 차

량 손상에 대한 견적 및 사고 발생 후 연간 보험료에 대한 영향 등을 몇 초만에 제시하고 

있다.36) 해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보험회사와 인슈어테크 기업들을 개괄적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이데일리(2017. 6. 28), “AI가 사고현장 분석... 중, 새 보험배상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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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사 활용 예

1 Lloyd’s of London 데이터 질 통제: 계약서의 법준수 여부 검토

2 AVIVA 버츄얼조력자가 자연어와 문자로 답변

3 Comparethemaket.com
디지털음성처리: 소비자가 자연어 처리와 빅데이터를 지원하는 인공
지능을 갖고 의사소통 

4 Bupa 질병·장애보상 청구 예측,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특화

5 Confused.com 버츄얼조력자(chatbot)가 고객의 감정 분석과 반복적 업무 자동화

6 CUVA 벤처기업으로 인수, 보험금 청구처리 및 사기 탐지 지원

7 AXA 대규모 보험사로 인사, 고객맞춤화, 보험금 청구처리 및 사기 탐지

8 Zurich Insurance 사기탐지, 인수심사, 보험금 청구처리

9 Manulife 대규모 보험사로 독자적으로 인공지능이 보험인수

10 Allstate
대규모 보험사로 인수심사, 버츄얼조력자가 고객맞춤형 제공, 보험금 
청구 처리 및 사기 탐지

11 Lemonade Insurance
AI Jim이라고 불리우는 버츄얼조력자가 고객과 상호작용(보험증권 
판매, 다른 보험자로 전환, 보험금 청구), 고객의 행동분석

12 Ping An Insurance 보험 전 업무에 인공지능 도입, 건강관리프로그램

13 Alibaba 건강관리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신상품 개발과 연계

14 Tencent
상거래, 소셜미디어 분석에 사용, 안면인식, 자연어 처리, 사기 탐지, 
안전에 사용

<표 Ⅱ-1> 외국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 예

나. 국내37)

1) 보험인수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용 데이터(proxy data)를 인수심사에 이용하는 경향

이 있다. 대표적으로 피보험자의 진료 및 투약정보, 내원 기록 등 검진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생체나이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정보와 결합하여 미래의 질병정보까지 예

측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보험 가입 시 연령을 기준으로 경험생명표의 위험률 등을 적

37) 이하의 내용은 황인태(2019. 12. 20), “보험가치사슬에 AI를 입히다”(https://www.2e.co.kr/news/articleVie

w.html?idxno=210437)를 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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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실제 연령보다 건강나이가 어린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높은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역

선택을 피하는 동시에 정확한 건강나이를 측정해 고객과 보험회사 모두 정교한 보험인수

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Ⅱ-5> 대용정보를 활용한 보험심사절차

더구나 갈수록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신한라이프생명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체나이 데이터를 통해 보

험료가 산출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언더라

이팅시스템 ‘AI 원더라이터(Wonderwriter)’를 발표하였다.38) 이를 통해 질병에 따른 다

양한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정교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별 위험등급을 생성

하여 위험군이 높은 계약은 심사자에게 계약 배분단계에서부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39)

38) ‘AI 원더라이터’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심사결과를 예측하는 AI시스템으로 약 2,100여개의 

질병에 따른 다양한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정교한 AI모델을 구현하고 있음

39) 뉴스핌(2021. 5. 17), “신한생명, 인공지능 인수심사 시스템 오픈... 소비자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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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신한라이프생명의 AI 언더라이팅시스템

교보생명은 인공지능 보험계약 심사시스템 ‘바로(BARO)’를 도입하였다. 이는 자연어 처

리기반의 AI로 고객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계약을 승낙하고 미달하면 거절하는 

의사결정을 처리한다. 만일 조건부 승낙에 해당해 직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심

사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40) 

한화손해보험도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에 ‘알파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AI시스템으로 예측된 심사결과와 판단근거에 대

한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심사속도가 빨라지고 심사결과가 표준

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1)

2) 판매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보험판매서비스는 일반적이지 않다. 다만 금융규제샌드박

스42)를 통해 허용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DB손해보험이 시도한 것으로 암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직접 가입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24시간 

365일 구애받지 않고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AI 인슈어런스 로보텔

40) 연합뉴스(2019. 10. 30), ““보험계약을 승낙합니다”.. 교보생명, AI인수심사시스템 도입”

41) 한화손해보험은 간편심사보험과 운전자보험 상품군에 먼저 도입한 후 점증적으로 상품을 확대할 계획임; CEO뉴

스데일리(2020. 10. 16), “디지털 전환 선포한 보험업계, AI 도입 ‘활발’” 

42)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함

(https://sandbox.fintech.or.kr). 시스템개발회사인 페르소나시스템과 이를 상용화하려는 DB손해보험이 시도

한 것으로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특례가 규제샌드박스로 인정됨



Ⅱ. 인공지능(AI) 개관과 보험산업 활용 현황 19

러’는 고객의 전화상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 분석을 거쳐 발화자의 의도

를 파악하며, 사전에 설정된 언어모델과 지식베이스, 가입 및 계약체결 시나리오대로 진

행되며 음성합성 기술을 통해 고객과 직접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 보험상품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CM(Cyber Marketing)채널과 설계사 기반의 대면 및 TM(Tele Marketing) 

채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비용 부담 문제로 무산되었다.43)44) 

<그림 Ⅱ-7> DB보험의 AI 로보텔러 역할

3) 손해사정

보험개발원45)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견적시스템 ‘AOS(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α’ 개발을 진행 중으로, 차량 부품 301만 건, 공정시간과 비용 2,598개 모델 등 

내부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연간 1억 8,000만 장에 이르는 사진을 분석할 수 있고 

2021년 이후 동영상 견적기능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3) 금융위원회는 페르소나시스템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될 당시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부가조건을 달았는데, 그 

내용은 DB손보에 단독 상용화할 권리를 부여하고 체결된 계약 전권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하게 하며,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분쟁 및 소송도 DB손보가 1차책임을 지도록 함. 아울러 AI를 통한 최대모집건수는 

연 1만 건으로 제한됨.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file:///C:/Users/user/Downloads/A020%20페

르소나시스템_AI%20인슈어런스%20로보텔러.pdf) 참고

44) 전자신문(2020. 1. 9), “금융위 혁신서비스 ‘AI 보험설계사’ 등판, 무산위기”

45)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참고; 이지경제(2020. 5. 6), “車 사고 후 사진만 찍으면 AI가 예상 수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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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 전략

인공지능과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가 영위할 비즈니스 모

델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핵심·분절모델(Focus strategy & Disaggregation model)

이 모델은 현재 업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핵심부문에 주력하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는 것

이다. 이른바 ‘핵심·분절(Focus strategy & Disaggregation)’ 전략이라고 불린다. 

이 모델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작은 부분만 담당하게 되지만, 더 

큰 생태계에서 활동하며 플랫폼에 참여하기도 한다. 즉 “작은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less 

is more)”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분절된 부분은 가치사슬에서 테슬라같은 전문적인 

IT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현재 비즈니스 유지 + 가치사슬 개선

이 모델은 현재와 동일한 비즈니스를 유지하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가치사슬을 개선하

는 전략이다. 인공지능을 회사 업무에 도입할 경우 데이터 등 산업 특유의 지식은 뺏기지 

않고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외부 파트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

의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모델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금융플랫폼화 전략

이 모델은 보험 가치사슬을 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하여 플랫폼이 되는 전략이다. 

이른바 ‘go big’ 모델이다.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보험회사는 사물인터넷(IoT)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구매하여 이들 데이터를 사용한다. 예컨대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전통적

인 보험회사들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스타트 

기업을 소유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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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 가치사슬로 진입 및 확대

이 모델은 가치사슬로 진입하는 IT기업과 상거래(E-Commerce)기업이 취하는 전략이다. 

보험분야에는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보험프로세스를 인공지능

과 이미 축적한 데이터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