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V.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33

Ⅳ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1. 업무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가. 상품설계·위험인수단계

1) 맞춤형 위험평가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거래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단계는 위험인수단계라고 할 수 있

다. 기본적으로 잠재적 보험계약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원천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알

고리즘을 적용해 신속하게 위험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사용에 기반한 

보험(Usage-Based Insurance; UBI)’처럼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71) 

고도의 개인 맞춤형으로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무에서 취득한 데이터에 국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데이터를 외부정보와 결합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달성하게 된다. 예컨대 사람의 활동정보(수면시간, 도보거리와 횟수 등)를 웨어러블기기 

내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매일 운동과 식사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

해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이 구매자와 더 상관성이 있도록 고안

하기 위함은 물론, 위험을 평가하는 인수자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된다.

실무에서는 위험인수에 관한 의사결정이 행해지고 보험증권이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등 

로봇에 의한 절차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도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이처럼 자동화된 절차와 챗봇을 이용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

어내서 처리하고 이에 관한 인수결정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전적으로 절

차자동화(RPA)를 이용하여 행해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피보험자

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특유의 위험에 대하여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한 근거하에 보

71) 예컨대 자동차보험에서 운행거리 및 운전습관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때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보험이 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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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이 현실화될수록 이러한 이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72) 

2) 규제 고려요소

가) 모럴해저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위험을 가격화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모럴해저드와 역선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변화된 상황과 행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동

적인 개인별 맞춤 인수를 하게 된다면 모럴해저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개

인에 특유한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보험을 권유함으로써 역선택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험의 위험풀링기능(risk pooling function)을 훼손할 소지도 있다.73)

게다가 이러한 유형의 위험 가격산정(risk pricing)은 더 위험한 소비자에게 더 비싼 보험

료를 납입하게 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일정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적 시장에서 보

험에 가입할 수 없게 만든다.74) 

특히 동적이고 진화한 기계학습 프로그램일수록 행동예측을 강화시키고 윤리적 차원의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머신러닝이 장착된 앱을 개발할 때부터 적

용되는 일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들의 행동이 소비자와 대중을 해하지 않

도록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75) 

72) 예컨대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및 지리정보와 같이 위치기반센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록 보다 정확한 위험인수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됨

73) 이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개인별 맞춤 인수가 보험의 위험풀링기능을 훼손할 소지가 크지 않아 보험료의 수준 

또는 보험료의 차별수준과 위험풀링은 큰 관계가 없다는 반박이 있음. 위험풀링기능의 훼손은 주로 위험의 변동성

이 매우 큰 계약의 인수, 상관관계가 높은 계약들의 인수 및 하나의 보험회사가 가진 전체 계약 건수가 너무 작은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지적은 본 보고서의 중간심의를 위한 보험연구원 내부 세미나에

서 제기됨

74) Dimitris Karapiperis(2019), at 15

75) 대표적으로 데이터과학자들을 위한 자율적 규제이기는 하지만 Computing Machinery산업에서는 윤리규범을 제

정하여 회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로서 Code of Ethic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CM)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개발자의 주된 책임이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준

수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동 규범에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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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잠재적 차별 가능성

개인맞춤형 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물론 피보험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Pay-as-you-drive insurance)은 

화재나 절도 등과 같은 위험에는 고정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매달 운전거리와 같은 탄력

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운전거리정보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차

량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되고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가 보험자에게 전달된다. 

운전자 역시 보험료를 즉각 알 수 있다. 개인 맞춤형보험은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거리정

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전하는지 운전행동에 의해서도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예

컨대 차량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속도, 브레이크 밟는 정도, 장거리에 운전자가 휴

식을 취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언제 운전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정보는 블랙박스를 통해 보험자에게 제공되고 보험자는 이러한 정보를 다

른 빅데이터 정보와 비교하여 보험료를 정하게 된다. 1년 중 언제 어느 때에 가장 위험하

고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인지를 수많은 그룹의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에 기반한 보험(UBI)은 화물 선적 관련 보험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생활보험 

및 건강보험에도 활용이 가능하는 등 이용이 광범하다. 화물선적의 경우 컨테이너에 부착

한 블랙박스를 통해 화물의 위치, 운행거리, 저장상태와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건

강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트니스앱에 정한 할당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모니터

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실제로 보험을 인수할 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회사는 게임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러

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예컨대 피보험자로 하여금 건강목표를 정하여 운동하

는 경우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같이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게임기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역

량을 증대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건강한 피보험자에게는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덜 건강한 피보험자

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잠재적인 차별을 야기할 수 있

다. 다만 개인별 맞춤 인수는 위험이 낮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세분화하기 이전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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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등 사회적 후생효

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별 맞춤인수에 대한 사회적 후생과 사회적 위험에 합

의 수준 내지 인식을 공유하는 제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UBI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다른 빅데이터 정보와 비교하

여 맞춤형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이슈가 문제된다. 다른 회사가 보유한 데

이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데이터 양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이슈도 

제기될 소지가 크다.76)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규제당국은 소비자들이 불안감 없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

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위험평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이

터유형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77) 이외에도 데이터 해킹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 윤리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결론과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경우 프라이버시는 물론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보험

회사는 어떠한 데이터가 자신들의 모델에 들어갔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투명성 확

보)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대한 로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시 데이터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행 규제하에서는 쉽지 않다. 현행 보험업법과 그 하위 규정들은 보험의 업무 전체에 인

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양한 외부원천에서 데이터를 얻어 보험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보험업 관련 법령

에 정해진 ‘규정중심의 규제(rule-based regulation)’만으로 데이터 윤리를 확보할 수 있

76) Simon Cooper(2020)

77) 대표적으로 ABI 회원 보험회사들은 ABI가 제정한 Code on Genetic Testing and Insurance를 준수하도록 자

율규제하고 있음(www.abi.org.uk/data-and-resources/tools-and-resources/genetics/code-on-genetic

-testing-and-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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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원칙중심의 규제 접근방법(Principle-based regulation)’을 제안하

는 경향이 있다.78) 종래 원칙중심의 규제는 규제완화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79)이 있어 

왔으나 인공지능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설계된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

해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방식과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금융회사로 하여금 시도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독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도 실패하는 한

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원칙중심의 규제접근방법 중 대표적인 예가 내부통제제도

의 정비이다. 즉 원칙중심의 규제원칙하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규제준수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위반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밖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을 넛지할 수 있는 정보인 추론정보들도 신중

하게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언제 고객들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사회적으

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데이

터와 관련하여 윤리적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80) 

나. 마케팅·모집단계

1) 마케팅·모집단계에서의 이용

보험회사들은 데이터 수집프로세스 자동화 및 인지학습을 적용하여 자체 고객이 프로파

일링 역량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고객들의 보험 수요, 관심사 및 생애주기

와 같은 보다 종합적인 프로필을 구축하여 한층 효과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아

78) 국내에서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정순섭(2021), p. 27; 기존 금융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방법이 등장하

는 핀테크에서는 내부통제에 기반한 금융회사의 준법구조 강화에 비례하여 직접적인 공적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

다고 주장함. 앞으로의 금융규제는 금융회사의 권한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직접 통제구조가 아니라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 엄격한 책임법리에 기초한 통제구조로 변

화할 수밖에 없으며, 규제의 준수방법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되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고 주장함

79) 곽관훈(2012), pp. 199~228; 김용재(2018), pp. 19~186; 김정훈(2019), pp. 241~272; 성희활(2018), pp. 

131~161 

80) 데이터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우선인데, 대표적으로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CII)에서는 상

품개발, 마케팅, 대고객서비스 등에서 보험권역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한 바 있음. 특히 투명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음; Digital Companion to their Code of 

Ethic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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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인공지능 지원 음성 및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할 경우 고객의 프로파일링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다. 이로써 고객의 행동과 특성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정

보는 모집에 사용되기도 한다.

2) 규제 고려요소

인공지능에 의한 모집 시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에 비해 금융소비자가 인

공지능기술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상

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고도화 및 복잡성 증가는 판매자 역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의도적·비의도적인 불완전·부당판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81) 더욱이 기술적인 문제의 발생 내지 알고리즘 오류 등에 의한 불완

전판매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불완전판매 이슈(즉,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판매원칙82) 위반) 외에 인공

지능에 내재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집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로 챗봇을 사용하여 음성 내지 화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고객유지단계

보험계약의 유지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의 성향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보험회사의 경

우 고객이 계약을 유지할 최소한의 혜택 내지 부수서비스만 제공할 인센티브가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보험회사들이 고객 만족과 관련하여 보이는 경영상 노력은 민원처

리, 보유계약의 유지 내지 해약의 지연을 유인하기 위한 모집인에 대한 수당체계의 조정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마케팅의 전략목표도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인 

81) 이시연(2019), p. 9; 그 외 해외 자료로는 G20(2016); OECD(2017b) 

8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행위 및 허위·과장광

고 금지를 말함



IV.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39

우호관계 유지를 통한 수익성 확보보다는 신규 고객의 확보를 통한 수익의 실현에 맞추어

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케팅 등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신규고객의 확보를 위한 

목표 할당 등에 있을 뿐 아니라 마케팅관리자에 대한 평가체계 역시 신계약 관련 지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고객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하여 볼 때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보험계약의 성향과 행동패턴을 파악한 후 고객유지전략

도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자는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으로 고객의 생애 가치(lifetime value)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고객에서 얻은 수익과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간의 

차액으로 산출해볼 수 있다.83) 여기에 생애가치는 소비자의 선호도와 유지(retention)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주지된 행동기반모델(behavior-based models)로 산출해 낸다. 기

계학습 알고리즘은 이용가능한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행동과 가치관에서 위험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탈할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결

과적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생애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보험자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기계학습은 고객을 직업, 소득수준, 연령, 거주지 등 인적 속성별로 분

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와 특성에 기초한 분류는 각각의 수요에 부합하는 특정 

보험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타겟 마케팅하는데 사용하게 한다.

라. 보험금 지급단계

보험금 지급 청구 심사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사고확인 관련 서류 부담완화 

및 조사시간과 비용의 감소 등 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완료로 보험계약자에게 편리

함을 가져다 준다. 또한 사기탐지와 규정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함

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반면에 알고리즘의 오류와 데이터 미작동 등의 운

영상의 리스크가 예상된다.

83) Dimitris Karapiperi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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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법제 정비 시 고려요소

이상의 규제요소들은 법령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 외에도 자율규제 내지 시장에서의 경쟁 

내지 소비자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증대방안 등 종합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중 

이하에서는 보험법제를 정비하는 경우 우선 고려할 요소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84) 뒷받침

보험회사의 경우 비록 심화되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실패할 경우 

커다란 장벽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들 간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윤리적인 이용이고 가

치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85)

그러나 적어도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

록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은 보험계약자의 보험 가입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이다. 보험 가입, 가격 산정, 지급청구관리의 자동화 등 생산성을 높여 잠재적으로 소비자

에게 보다 저렴한 보험료 비용으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분별함으로써 적격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공정한 결과가 기대되어야 

한다. Deloitte사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매년 사기로 인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

금의 10%를 초과한다고 한다.86)

84) 이하의 내용은 Center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2019)를 주로 참고

85) 예를 들어 Deloitte가 2015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 40%의 고객은 더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위해서만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49%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Deloitte(2015)

86) Center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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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위험을 평가할 경우 기존의 전통

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험계약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대인 및 대물손해를 감

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87)

나. 데이터 이용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해소

1) 추론정보·대용정보

가) 추론정보

보험산업은 전통적으로 고객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품을 개발, 보험료를 산정해왔다. 그

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고객이 직접 제공한 정보(provided data)이거나 고객이 동의한 제3

자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인공지능이 진화할수록, 그리고 보험회사는 고객에 대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광

범한 데이터를 수집할 인센티브가 있다. 때문에 다양한 원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

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크핀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 전통적인 보험회사가 금융플랫폼전

략을 채택한 경우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고객을 모니터링해서 간접적으로 수집한 정보, 예컨대 운동상황을 기록

하고 추적하는 웨어러블 등에서 수집한 ‘관찰정보(observed data)’와 외관상 전혀 상관 없

는 데이터에서 개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추론정보(inferred data)’가 포함된다.88)

고객이 직접 제공한 정보(provided data)는 통상 보험 가입서 내지 부수하는 서식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제공되지만 관찰정보와 추론정보는 많은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서식에 있는 정보만이 아니라 

87) 독일 재보험사인 Munich Re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건강에 초점을 둔 ‘adherence support service’를 제공하

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약 복용 스케줄을 지원하고 있음 

88) 직관적이지 않은 추론을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대해 더 유의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Wachter, S & Mittelstadt, B.(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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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식을 입력하면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패턴과 질문에 답변하는 데 드는 시간까지 

보험회사가 주목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관찰정보와 추론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그 정보주체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데이터가 많이 수집될 수록 알고리즘 훈련단계에서 알고리즘이 가진 편견이 더 고

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저장과 관리기준(data storage standards)’

을 엄격히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89)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사전에 정보주

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수집시 주민등록번호와 민감 정보 등 수집제한 데이터를 

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및 제24조의2).90) 또한 저장 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

호는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야 하고, 수집단계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

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나 익명화하고, 필

요 없는 경우에는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분석 및 활용 시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목적과 범

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법률규정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분석 및 활용이 공개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정보주

체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가 데이터 분석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며, 정

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식별정보는 분석결과의 이용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

유기간 경과 내지 사업 폐업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도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이용목적이나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하거

나 익명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EU 일반정보보호법(GDPR)에서도 처리목적에 관련되고 필

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을 넘어 보유하는 것은 금지

하고 있다(5(c), (e)). 

그러나 현행과 같이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분류만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견해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보를 식별정보 대 비식별정보로 구

89) 예컨대 정기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보험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업무에 중요한지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이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 회사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임; Center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2019)

90)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서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민감정

보 수집은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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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려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그러한 이분법적 구분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해서 반드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91)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은 

명문으로 추론정보를 개인정보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1798.140(o)(1))92) 추론정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호, 성격, 심리적 경향, 성향, 품행, 태도, 지능, 능력, 적성 등에 반

영된 소비자에 관한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본조에서 규정한 다른 식별가능한 정보로

부터 도출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93)

나) 대용정보(proxy)

보험회사의 경우 가격 결정이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급 시 성별이나 종교를 들어 차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이러한 속성의 대용정보(proxy)에 대해서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직업군이나 특정 인종이라

는 것을 암시하는 우편번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과거의 차별을 반

영하는 데이터 세트에 기초해서 훈련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인공지

능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편견이 고착된 데이터를 이용할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차

별 가능성을 감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94)

91) FTC(2009), at 20~25; 예컨대 익명으로 수집한 행태정보도 추후 소비자가 웹사이트 등록 시 입력한 이름, 주소, 

그밖의 정보와 결합될 수 있고, IP주소는 전통적으로 식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디바이스를 통해 특정 개

인과 연계될 수 있으며, 어떤 소비자가 방문한 식당과 가게, 살고 있는 지역의 재산적 가치, 인터넷 검색정보(건강

상태, 처방의약품) 등은 그를 식별하지 않고도 추적이 가능하고, 가정 내에서 컴퓨터, TV 등 IoT 기기를 공유하는 

가계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 간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음. FTC는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비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이러한 입장에서 디바이스 식별자, 고정 IP주소, 쿠키, 포인트 카드, 회원번호 

등과 같은 ‘지속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s)’를 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지속식별자는 개인정

보로 보더라도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해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옵트아웃(opt-out)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임

92) CCPA상 ‘개인정보’는 “직·간접적으로 특정소비자 또는 가계를 식별하거나, 설명하거나, 관련(relates)되어 있거

나, 합리적으로 연관(associated) 또는 연결(linked)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이들에 포함되는 정

보유형들을 열거하면서 한편으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음

93) 이창범(2020) 

94) 알고리즘의 편견과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CDEI(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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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로부터 데이터 구매·수집 시

보험회사가 제3자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보험회사는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운영할 목적에서 외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

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수집은 보험회사의 위험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기를 구분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95) 예컨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이 게시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경우 EU 일반정보보호법에서는 비록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6조에서 정한 민감정보(social category)유

형96)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불법적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법적 리스크가 있다.97) 

다. 초개인적인 위험평가에 따른 차별 가능성 해소

인공지능의 이용 시 규제상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앞서 본 개인정보보호 이슈 외에도 인

공지능을 활용한 초개인화된 위험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개인화된 위험평

가의 가능성으로 인해 종전에는 파악되지 못했던 위험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고

객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직업군과 재직 시 발병에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보았던 것을 새롭게 위험요소로 인식할 가

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단순히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험가격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예컨대 특정 고객

에 대해 보험료를 증액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고객이 어떻게 알고리즘과 새로운 데이터가 본인과 보험회사 간에 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러한 영향을 축소시킬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

컨대 자신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해 적어도 불리

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게

95) 미국의 핀테크기업인 제스트파이낸스는 동호회정보, SNS에 올리는 글의 주제, 인터넷 접속시간 등의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함. 홍콩 핀테크 기업 렌도는 SNS데이터를 이용해 거래가 없었던 사람들의 신용도를 평가함; 머

니투데이(2018. 4. 14), “당신이 남긴 SNS 흔적들, 안녕하십니까” 

96) 민감정보유형에는 인종, 인종, 종교, 철학적 신념, 정치적 견해, 협회 가입, 식별가능한 생체데이터, 유전정보, 건

강정보, 성선호, 성생활 등이 포함됨

97) HI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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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일정 그룹들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절감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기 어

려운 위치나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절감한다고 할 때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극빈곤층은 보험료 절감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 보험계약자의 행동변화 유도에 따른 자율적 판단 저해가능성 주시

한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행동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변화시키는 이

른바 넛지에 의하던 아니면 직접 조언을 제공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려

할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회원

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 또는 여행 시 위험이 적은 여행경로를 운전하

도록 추천하고 그에 따른 경우에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에게는 손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행동변화 장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자율성 면에서 위해가 될 소지도 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주거하고, 어떻게 운전하

며,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등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임의로 주어짐으로서 보험료 혜택을 받을지는 보험계약자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러한 것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은 지속적인 주의

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Hancock는 보험 가입 시 디지

털 피트니스를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선택을 하

지 않고 거절한 경우 이미 그 자체가 보험회사에게는 당해 고객이 고위험이라는 것을 암

시하는 효과가 있다.98)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행동변화에 보험계약

자가 상당수 응함으로서 보험료 절감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9) 때문에 보험

자에게 이러한 넛지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8) Center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2019)

99) 대표적으로 미국의 Electric Insurance Company사는 자사의 Great Driver Programme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고객들이 운전습관-액셀밞는 것, 브레이크 습관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략 20%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Center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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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책임의 귀속과 배분 명확화

현행 법제상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책임의 귀속주체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100) 이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책임귀속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면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

용하는 회사를 책임의 귀속주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딥러닝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

율적으로 사고하고 블랙박스화로 사고의 유형과 범주를 예상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101)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이용에 따른 책임주체는 이를 이용하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도구

로 사용한 것이므로 회사가 본인책임을 진다.

한편, 회사의 책임·의무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신임의무(fiduciary duty)102) 관점에서 접근

할 여지도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설

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신의성실의무에 기반하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103)

다만 국내에서는 금융분야에 특화한 윤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점, 인공지

능기술의 활용도가 초기단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직차원의 의무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0) 반면,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전자인(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8-2017-0051_EN.ht

ml#title1). 이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고유의 법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음. 이러한 주장은 기

업을 인격적 존재로 해석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듯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도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봄; Jerry Kaplan(2015); 이와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사

업자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공할 위험이 크다고 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있음; Janosch Delck

er(2018)

101)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 법인격이 부여되는 경우 이를 이용한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사용자책임이 무과실책임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하는 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102) Brent Mittelstadt

103) 2021년 3월 25일 발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동법 제14조). 그 외 이사의 충실의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견해로는 Shani R. Else, Francis G.X. Pilegg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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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규제모델의 재검토

1) 전통적인 보험업무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규제 설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자문서비스와 결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조언하는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할 가능성이 크다. 앱을 

통해 생활건강 관련 조언이나 권장식의 조언을 하는 챗봇을 통해 미리 유병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시설사진을 보고 미리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으로서 손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등 향후 손해발생 시 사후구제(cure)가 아닌 사전예방

서비스(care)로 비즈니스 모델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전예방서비스와 결합하여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비즈니스도 영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컨대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건강물품

의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그러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2) 핵심업무의 분절 또는 재결합이 가능한 제도 설계

인공지능을 활용한 핀테크·인슈어테크·빅테크의 발전은 기존 보험회사의 핵심업무 요소

인 상품개발, 인수, 모집, 리스크 관리, 보험금 지급 등의 분절(unbundling)·재결합

(rebundling)을 가속화시키면서 종래 이들 모두를 하는 보험회사를 전제로 한 기존 규제

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험회사의 핵심업무가 분절되면서 그에 상응하여 규제

단위도 나뉘어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에 해당하면 상품개발, 인수, 모집, 리스크 관리, 보험금 지

급 등의 업무를 모두 한다고 전제하고 보험업을 규제해 온 규제모델은 수정되어야 한

다.104) 보험회사 핵심 업무를 나누어 분절(unbundling)하거나 재결합(rebundling)할 경

104) 최근 소액단기전무보험업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보험업무를 분절하고 그에 상응

하여 규제단위가 조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험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즉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단기보험이 해당됨. 자

세한 것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5. 25),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려동물(640만 가

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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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종래의 규제모델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적 금융규제상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제5장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