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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1. 개요: 핀테크의 정의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금융산업 내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하는 핀

테크(FinTech)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6)는 

핀테크를 ‘금융시장과 기관,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형, 응용, 과정, 상품을 이끄는 실용적이고 획기적인 금융 기술’로서 정의한다.7) 이

러한 정의에 따르면 핀테크는 최근에서야 주목받는 기술이 아닌 과거에도 존재했던 금융

산업 내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Stulz(2019)는 

1960년대 은행들이 ATM 기계를 도입하고 컴퓨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핀테크의 황금기로 지칭하였다. 1992년에는 Merton Miller가 1960년대 금융계의 변혁을 

‘전자컴퓨터 활용을 통한 정보 혁명이 이끈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하면서 그 당시까

지 전혀 보지 못한 혁신적 사건이었음을 인정하였다(Stulz 2019). 핀테크는 금융산업 내 

기술적 발전과 함께 과거에도 관찰된 산업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 시점의 핀테크 혁명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기술 

발전과 함께 꾸준히 진행되어 온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

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방대한 데이터의 축적과 고급화된 모형의 발달을 이끌

게 되고, 이는 1960년대에 발생한 핀테크 혁명으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시장에서의 효율성 

제고, 시장 확대 등의 목표하에서 실용적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한 새로

운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혁신적 전환이 소위 금융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비대면 업무환경과 비대면 서비스 발전을 통한 고객 경험(customer experi-

6) 금융안정위원회는 1999년 설립되었던 G7 국가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확대･개편된 

G20 수준의 국제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임.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6개국의 위원회와 IMF, 

BIS 등의 국제기준 설정기구 10곳이 참여하여 총 24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7) Financial Stability Board(2017)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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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customer journey)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그림 Ⅱ-1> 참조). COVID-19으로 인해 

기업 내･외부 네트워크 환경하 비대면 업무가 빠르게 일상화 되었고,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및 가상현실/증강현실(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VR/AR),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신기술로 인해 편의 중심의 긍정적 고객 경험

이 증가하면서 경쟁적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8)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명적 변화는 금융산업 내 인적자원, 정보자산, 시설자산 및 기술자

산에 이르기까지 경영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사업부문 전반

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 내 인적자원의 높은 이해가 요구되고, 시장에서의 변화양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금

융산업 내 디지털 전환은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 등의 법제화와 함께 확대된 정보자산, 

디지털 연결성이 확보된 시설자산, 블록체인 등 고급화된 기술자산 등을 통해 사업 프로

세스 전반의 디지털화로 이어지고, 과거에는 시장화되지 못했거나,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

비스로 확대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지 요약한다. 먼저, 금융산업의 최근 디지털 전환 간에 활용되는 기술의 종류와 그 의미

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 및 보험산업의 가치사슬과 기능 측면에

서의 디지털 전환 양상을 살펴본다. 은행의 세 가지 기능으로서 프론트 오피스(front of-

fice), 미들 오피스(middle office), 백 오피스(back office)별 디지털 전환 양상에 대해 요

약한다. 보험산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인슈어테크를 소개하고, 크게 생명 및 손해보험의 

가치사슬 구조상 디지털화 양상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이 장에서 기술할 금융산업 내 

디지털 전환 양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실용화되고 있는 가장 최신 기술들까지 포괄하고 있

지 않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환경에 대한 이해와 금융산업이 직면

한 이머징 리스크 요인 분류를 돕는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8) 고객 경험의 변화는 소위 경험 경제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기업이 상품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하

고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휴리스틱(heuristics, 또는 발견법)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고객이 상품 또

는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어떤 소비 여정을 겪는지 분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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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영향

2.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시 주요 활용 기술9)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는 빅데이터(big data)

이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데

9) 주요 활용 기술에 관한 요약은 <표 Ⅱ-1>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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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요약 효과

빅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
를 분석하는 기술

대규모의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 효과적
으로 추출/활용 가능

오픈 API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소요 시간 및 비용 단축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의사결정
을 대신하는 기술

인적비용 절감, 서비스 효율화 및 속도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디지털
플랫폼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상 플랫폼 안에서 생산
자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술

사업 확장성 및 제품･서비스 질의 향상

클라우드
ICT 자원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정
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빅데이터 환경하 제한된 ICT 자원의 비
용 효율적 활용 가능

암호화 기술 정보를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기술
생체인증 등의 보안성 향상으로 금융서
비스 안정성 확보

분산컴퓨팅
기술

컴퓨터 처리 능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대량의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처리
하는 데 효율적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실제와 유사한 가상환경 및 실제와의 조화가 
가능한 환경을 통해 경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복잡한 금융서비스의 효과적인 시각화 
가능

양자컴퓨팅
큐빗을 정보단위로 하여 연산능력을 고도화
할 수 있는 기술

압도적인 연산능력을 통한 금융리스크 
관리 효율화 가능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가상공간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 및 고객
경험 향상

자료: 본문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정리함

<표 Ⅱ-1> 디지털 전환에 활용되는 주요 정보기술 요약

이터 크기를 의미한다(De Mauro, Greco and Grimaldi 2016).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3V(Volume, Velocity, Variety) 특징으로는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Volume, 시간에 따

라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의미를 지닌 Velocity, 데이터 구조와 형태가 다양하다는 의미

를 지닌 Variety가 있다.10) 빅데이터 기술은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

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가치를 생산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시장 형성 및 디

지털 전환 환경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은 수익개선 및 비

용의 효율화 등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속에서 찾은 새로

운 가치를 통해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 구조를 개선･향상 시키는 데 유용하다.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사전을 참조함;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

037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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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있는 라이

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이

다.11) API는 소프트웨어로 실현된 기능 구현물인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미들웨어

(middleware) 서비스12) 계층 사이에 존재하여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만약 특정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데이터 

요청 및 수신 방식에 대한 규칙을 의미한다. 특히, 오픈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로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Qui et al. 2016)(<그림 Ⅱ-2> 참조).

  자료: AWS의 Amazon API Gateway 웹사이트를 참조함(https://aws.amazon.com/ko/api-gateway/)

<그림 Ⅱ-2> Amazon API Gateway의 구조(오픈 API 사례)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기계

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Hull 2020). 인공지

능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빅데이터를 학습함

으로써 지능을 창출하는 것을 포괄한다(<그림 Ⅱ-3> 참조). 초기 머신러닝은 컴퓨팅 파워

의 한계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들어 컴퓨팅 파워가 개선되고 알고리즘 성능이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사전을 참조함;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

036061-3

12)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와 상호 작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함(Bishop and Karn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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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Hwang 2018). 인간의 의

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 알고리즘이 상용화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서도 인적비용 절감, 서비스의 효율화 및 속도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경험

하고 있다. 

 자료: Microsoft Azura 웹사이트를 참조함(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machine-learning

/concept-deep-learning-vs-machine-learning)

<그림 Ⅱ-3>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딥러닝 관계성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은 소비자와 생산자처럼 구별되는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양면 네트워크를 의미한다(Koh and Fichman 2014). 예를 들어, Airbnb, 

Uber와 같이 플랫폼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상 공간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이

루어진다. 공급 측면에서 생산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유인프라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장 수요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는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여러 상품을 동시 비교하

며 맞춤형 상품을 탐색할 수 있다(<그림 Ⅱ-4> 참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은 디지털의 무료와 완전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확장성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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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학용(2021)의 <그림 1>을 참조함

<그림 Ⅱ-4> 디지털 플랫폼 내 공급자-수요자 관계 구조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자료를 업로드 한 후에 필요한 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접속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KPMG 2019)(<그림 Ⅱ-5> 참조).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서버, 저장장치 등의 장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인프라 구조(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PaaS), 그리고 응용프로그램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SaaS)가 있다(KPMG 2019).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ICT 자원

을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는 방식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아마존의 AWS, 구글, 네이버 등 많은 빅테크 기업에서 비용효율적인 클라우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P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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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학용(2021)의 <그림 1>을 참조함

<그림 Ⅱ-5> 클라우드 플랫폼 구조

암호화 기술(encryption technology)은 일반 메시지를 암호 텍스트로 바꾸어주거나 암호 

해독을 위해 사용되는데 해당 과정을 인코딩(encoding; 암호화) 및 디코딩(decoding; 복

호화) 과정이라고 한다(Hall et al. 2003)(<그림 Ⅱ-6> 참조). 인코딩 및 디코딩 과정은 비

밀 키를 활용해서 수행되며, 해당 키가 없는 다른 사용자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

에 암호화는 정보 보안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Murray 1995; Heckerman 

2008). 암호화 방법에는 크게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로 구분된다. 대칭키 암호화는 

암호화 과정과 암호 해독 과정에서 하나의 단일 키를 사용하는 방법이며(Delfs and 

Knebl 2015), 비대칭키 암호화는 두 개의 키를 가지고 각각 암호화 및 암호 해독 과정에 

사용한다(Pinckney et al. 2017). 최근 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이용한 암

호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안전성을 보

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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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덕수･이석우(2016)의 p. 50을 참조함

<그림 Ⅱ-6> 데이터 암호화 구조

분산컴퓨팅 기술(distributed computing technology)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

퓨터 처리 능력을 이용하여 계산량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Sitaram and 

Manjunath 2011). 하나의 대형컴퓨터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서 분담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기반의 구조로서, 이를 활용하면 컴퓨팅 파워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Sitaram and Manjunath 2011)(<그림 Ⅱ-7> 참조). 최근 블록체인과 분

산컴퓨팅 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일례로 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분산원장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과 부채의 거래 또는 소유에 대한 기록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IM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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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itaram and Manjunath(2011)의 <그림 9-16>을 참조함

<그림 Ⅱ-7> 분산 컴퓨팅 시스템 구조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gumented Reality)이다. 가상현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나 그 기술 자체로서 정의한

다.13)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일부로서 실제 환경 속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실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말한다.14) 가상현실이 가상

의 객체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사용자에게 실제를 인식할 수 없는 몰입을 제공한다

면,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가상 객체와 함께 실제 현실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는다(윤

혜영 2018). 최근 금융권에서는 복잡한 콘텐츠를 시각적 요소와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가

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특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경험을 향상하는 데 활용하고 있

는데, 예를 들면, AR 앱을 통해 주변 영업점 및 ATM 등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

스가 있다.15)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기술로서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은 

양자(quantum)의 역학적 특징인 중첩(superposition)과 얽힘(entanglement) 등의 현상

1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사전을 참조함;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

103970-2

1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사전을 참조함;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

097129-1

15) 김회민(2018)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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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뜻한다.16) 0 또는 1을 갖는 비트(bit)를 사용하여 연

산을 수행하는 기존 디지털 컴퓨터의 연산 방식과 달리, 양자 컴퓨팅은 0과 1을 동시에 가

질 수 있는 성질(양자중첩)을 갖는 큐빗(qubit)을 정보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단위

(비트 및 큐빗)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산 능력이 기존 컴퓨팅 방식 대비 월등히 증가한

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월등한 연산능력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는, 예를 들어, 금융 

리스크 정량분석 시 많은 소요가 발생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양자컴퓨팅을 통해 고속화

할 수 있다(이혁성 2019).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및 추상을 의

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한상열 2021). 메타버스는 그간 가상현실과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단순 3차원 가상세계를 넘어 현실 사회의 개념과 합쳐져 범위를 확장하여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로서 정의된다(한상열 

2021). 현재 금융산업에서는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이 가상세계

에서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고객여정(customer journey)을 설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디지털 지점 등을 제안함으로써 가상세계에서의 금융상품 시장을 형성하고자 

계획 중이다.

3. 은행의 디지털 전환 양상

가.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은행의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고객들과

의 직접적인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들 오피스(middle office) 및 백 오피스

(back office)에 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의 간편성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니

즈에 맞춰 금융 서비스의 개인화 및 맞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고객의 니

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플랫폼화, AI 기술의 적극적 활용,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이 복합

1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사전을 참조함;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

06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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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은행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금융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소할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림 Ⅱ-8>은 프론트 오피스에서의 디지털 혁신 기술 활용 범위에 관한 사례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인공지능/머신러닝, 분산원장, 암호화 기술 등이 지급, 결제, 저

축, 대출 및 자산/투자 관리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면, 인

공지능이 제공하는 챗봇(Chatbot)을 통한 고객 응대 서비스 또는 인공지능 음성비서를 사

용하여 목소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뱅킹 등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KPMG 

2021). 또한, 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됨에 따라 지점을 찾는 고객의 수가 감소하고, 다양한 

비대면 채널의 활용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 경험을 명확히 파악하여 맞

춤형 또는 개인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즉, 머신러닝, 예측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자료: IMF(2017)의 <Figure 4>를 참조하여 프론트 오피스에 관해 재구성함

<그림 Ⅱ-8> 은행 프론트 오피스에서의 디지털 전환

고객 경험 향상을 통한 시장 수요 증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론트 오피스의 디지

털 전환 노력은 많은 곳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현실적이고 어려운 도전 앞에 더 적극적이

고 근본적인 생존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카카오페이 및 뱅크, 네이버 파이낸셜과 같

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업 진출은 은행의 프론트 오피스가 디지털 전환 및 혁신 

경쟁의 중심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된다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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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은행들은 사실상 승산없는 경쟁을 벌이게 될 수 있는 암울한 전망도 존재한다. <표 Ⅱ

-2>의 프론트 오피스 디지털화 양상과 같이 은행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고 고객경

험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탐색/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상 기술 효과 예시

금융 서비스 개인화 
및 맞춤화

빅데이터
개인 맞춤화로 수요
창출

고객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AI 도입 본격화 머신러닝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통한 수익 창출

전통적인 분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한 ETF 출시

플랫폼화
오픈
 API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통한 수익 창출

여러 제휴사에 당사의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
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플랫폼화
디지털
플랫폼

멀티 채널을 통한 고
객 접점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멀티 채널 제공 및 
서비스 통합. 이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 강화

자료: KPMG(2019; 2021)

<표 Ⅱ-2> 프론트 오피스 디지털 전환 양상

나. 미들 오피스(Middle office)

은행의 미들 오피스 업무는 주로 거래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즉, 시

장･신용･운영 리스크 관리, 유동성 관리 및 규제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미들 오피스

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적극적인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업무 효율화 솔루션과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위험관리,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

한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KPMG 2019).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 솔루션 시스템 Kensho를 도입하여 거시 경제지표 및 주

가 동향 등을 자동화된 문서로 생성 및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미들오피스 핵심업

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KPMG 2019). JP 모건의 경우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플랫폼인 COiN(Contract Intelligence)을 도

입하여 법률 문서상 주요 정보와 조항들을 추출하는 등의 업무 자동화를 구축하였다.(금

융보안원 2017)

이와 더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금융 규제과 관련하여 레그텍(RegTech)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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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Ⅱ-9>의 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미들 오피스에서는 

인공지능/머신러닝,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기술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레그텍의 

경우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준법감시와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는 방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표 Ⅱ-3> 참조). 그 외에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Bank of America

는 신용리스크 산정 시간 단축 및 손실 예측 향상, 비정형 신용리스크 데이터 분석 등의 

문제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KPMG 2019).

 자료: IMF(2017)의 <Figure 4>를 참조하여 미들 오피스에 관해 재구성함

<그림 Ⅱ-9> 은행 미들 오피스에서의 디지털 전환

양상 기술 효과 예시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디지털
플랫폼

포트폴리오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다수 금융사로의 포트폴리오 분산관리 중인 
초부유층 투자자 대상 통합 플랫폼 제공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머신러닝
리서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비용 감소

고객 포트폴리오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
능한 투자 관리 플랫폼을 핀테크 스타트업으
로부터 제공받음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빅데이터 
머신러닝

리서치 역량 강화
시장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인공지능 금융분석 서비스 제공

레그텍(RegTech) 
투자 확대

머신러닝
서비스 비용 감소 및 
업무 효율화

AI 및 빅데이터 기반 약관 심사 솔루션을 도
입하여 수만 건의 문서를 자동으로 해독. 규
정 위반 사항을 손쉽게 진단 가능

자료: KPMG(2019) 및 이효섭(2019)을 참조함

<표 Ⅱ-3> 미들 오피스 디지털 전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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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 오피스(Back office)

은행의 백 오피스에서는 거래 사후 관리, 회계 업무 및 인사관리와 같은 지원 업무가 주를 

이룬다. 이는 정확하고 투명한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들로서, 미들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 확인 의무(Know Your Customer; KYC) 등의 

수칙을 이행하기 위한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신원확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관리 등

의 서비스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자동화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이 관찰된다(KPMG 

2019).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백 오피스 업무 과정에서의 비용 및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기업의 핵심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개

발하는 사례(In-house)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백 오피스에서의 디지털 전환 또한 앞서 다른 부서의 양상과 유사하게 빅데이터 기술, 인

공지능/머신러닝,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그

림 Ⅱ-10> 참조). 예를 들면, Fenergo의 경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머신러닝 기

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고객 계좌 생성, 경영정보 관리, 규제 준수 등

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KPMG 2019). 이를 통해 제휴사는 추가적인 고객 확인 의무 절

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Digital Reasoning 또

한 AI기술을 활용하여 내부직원의 이메일, 메신저 및 전화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내부자 

거래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 등을 포착하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KPMG 2019). 이를 

통해 제휴사들은 직원들이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지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다수의 거래소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청산

결제서비스가 계획 및 활용되고 있다(<표 Ⅱ-4> 참조). 캐나다의 토론토 증권거래소 및 런

던 증권거래소, 일본 증권거래소 등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진

행 중에 있으며, 일반 금융기업 중에도 골드만삭스 등에서 블록체인 기반 원장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KP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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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MF(2017)의 <Figure 4>를 참조하여 백 오피스에 관해 재구성함

<그림 Ⅱ-10> 은행 백 오피스에서의 디지털 전환

양상 기술 효과 예시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머신러닝
자금세탁 방지(AML)
이행 효율화

핀테크 스타트업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등을 감지 및 예방하는 솔루션을 제공
받음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머신러닝
내부 통제 시 비용 
및 시간 감소

핀테크 스타트업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직원의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하
고 이를 기반으로 내부자 거래 등을 포착하는 서
비스를 제공 받음

내부통제 효율화 빅데이터
내부 통제 시 비용 
및 시간 절감

내부 직원의 인터넷 사용 기록과 이메일, 전화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비리 혐의 포착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블록체인
오픈 API

청산결제 서비스 
제공 탈중앙화

다수 거래소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청산결제
서비스 활용 계획
오픈 API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청산결제 
업무 상용화

자료: KPMG(2019)를 참조함

<표 Ⅱ-4> 백 오피스 디지털 전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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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양상

보험산업은 금융산업 내에서 보수적인 업종 중 하나로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업무들이 대

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와 함께 인슈어테크(InsurTech)로 대표되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들과 함께 인슈어테크 적용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가. 인슈어테크 요약17)

인슈어테크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머신러닝 등의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보험산업의 가치사슬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을 총칭한다. 인슈어

테크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는 기존 보험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인슈어테크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슈어테크 적용 사례 중 

Braun and Schreiber(2017)에서 제안한 9가지 인슈어테크 유형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자 한다(<표 Ⅱ-5> 참조).

먼저, 비교 플랫폼(comparison portal)의 경우 고객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보험상품 및 보험사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비교 플랫폼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자

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보험 보장을 선택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비교플

랫폼의 해외 사례로, 특히, 독일의 Check24와 스위스의 Comparis는 보험뿐만 아니라 통

신, 전력 등 다른 제품들까지도 비교할 수 있어 많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다. 디지털 브로

커(digital brokers)는 원수 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들에

게 맞춤형 추천 상품들을 제공하는 보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원수 보험사와 고

객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뿐만 아니라, 보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

폼 및 보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표적인 디지털 브로커로는 독일의 GetSafe와 미국

의 Coverwallet and Embroker 등이 있다(<그림 Ⅱ-11> 참조).

교차 판매(cross-selling) 서비스 유형 또한 인슈어테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아마존 등의 

17) 이하 내용은 Braun and Schreiber(2017), 박소정･박지윤(2017) 및 해외 보험사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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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들이 주요 상품에 대해 보험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처럼 다른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교차판매를 통해 보험사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고객은 구매 시점에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서

비스를 복잡한 서류 작업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인슈어테크와 함께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는 P2P(Peer-to-Peer) 보험은 기존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동질적인 위험을 보유한 

개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이다. P2P 보험사는 직접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취한다. P2P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환수를 위해 전가 위험에 의한 사고를 스스로 조심함으

로써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의 Friendsurance, 

일본의 justInCase, 중국의 핑안그룹과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생명 등 P2P 보험상품을 운

영하는 다양한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Ⅱ-12> 참조). 

인슈어테크 유형 설명

비교 플랫폼
(Comparison portal)

온라인상에서 보험상품의 가격 비교 서비스 제공

디지털 브로커
(Digital brokers)

원수 보험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과 원수 보험사를 연결하
는 중개 서비스 제공

보험 교차판매
(Insurance cross-selling)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 보험을 포함하여 판매

P2P 보험
(Peer-to-Peer)

동질적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들 간 상호 보장하는 형태

온디맨드 보험
(On-demand)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특정 위험에 관한 보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

디지털 보험사
(Digital insurers)

보험산업의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보험회사

빅데이터 분석 및 보험 소프트웨어
(Big data analytics & Insurance 
software)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 해당 소프트웨어 안에서 보험 가입 지원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인터넷을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된 장치 및 센서 등의 
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도덕적 해이 통제 가능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Blockchain & Smart contracts)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활용 가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
여 스마트 계약도 진행 가능

자료: Braun and Schreiber(2017)의 <Table 6>를 재구성함

<표 Ⅱ-5> 인슈어테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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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raun and Schreiber(2017)의 <Figure 18>을 참조함

<그림 Ⅱ-11>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제공 스타트업 사례

온디맨드(on-demand) 보험 또한 P2P 보험과 같이 인슈어테크 시대에 대표적인 혁신 보

험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특정 위험

에 관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여행자 

보험이나 일일 운전자 보험 등에 주로 적용되어 상용화되고 있는데, 기존 보험보다 보험 

가입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며, 고객은 더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미국의 

보험 스타트업인 Slice는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을 때, 해당 주

택에 대해 원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온디맨드 보장 서비스를 제공

한다. 

Slice와 같이 온디맨드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주로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보험사들이 인슈어테크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보험사는 보험사업의 가치사슬의 전면적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유형으로서, 디지털 플랫

폼을 통해서 운영한다. 디지털 보험사의 예로서, 미국의 Oscar는 건강보험 판매뿐만 아니

라 고객의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안보험은 보험금 청

구 절차 자동화 등의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최

창희 외 2017). 이러한 디지털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보험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으로 가치를 생산해내는 보험산업의 특성

상 활용 데이터 규모의 증가는 더 정확한 보험료 산출 및 위험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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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험 스타트업들이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디지털 보험사 및 기존 

보험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슈어테크 기술의 적용이 빨라지고 있다(Braun and 

Schreiber 2017).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도 시장에서 관찰된다. 웨

어러블(wearable), 텔레매틱스(telematics), 드론(drone)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위험 수준을 더 정확하게 측정 및 판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보험사들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계

약자들을 모니터링한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보험사들도 관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과 모

든 참여자들에 관한 검증과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보험사들은 보험 부정행위

를 방지할 수 있다. 

 자료: Braun and Schreiber(2017)의 <Figure 19>을 참조함

<그림 Ⅱ-12> 다양한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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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명･건강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시장에서 인슈어테크 및 디지털 전환 기술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통

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실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디지털 

어시스턴트(digital assistant) 서비스 등이 제공됨으로써 시장 내 위험평가 수준 향상 및 

보험상품 구매에 관한 고객경험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많은 

보험회사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

험가입자에게 예방 접종 및 금연을 지원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일례로, 다수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Vitality 프로그램은 웨어러블 기기

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

인트를 기준으로 회원 등급이 정해서 차별적인 혜택을 지급한다(박소정･박지윤 2017).

미국의 오스카(Oscar)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생활습관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및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위치에 기반하

여 의료전문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격진료 혹은 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장원 외 2019). 미국의 클로버(Clover) 역시 스마

트폰 모바일 앱 기반의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 의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김은석･김영준 2019), 환자들의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개인 가정 방

문을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장효미 2019). 프랑스 앨런(Alan)의 경우 소규

모 사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건강보험회사로서, 온라

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험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Alan map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 의사 찾기 서비스 및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플랫폼, 사물인터넷 등의 인슈어테크 기술이 적극 활용

되면서 생명･건강보험사들의 위험평가 능력이 향상되고, 맞춤형 고객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고, 종합 리스크 관

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시장 수익성을 높이

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33

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슈어테

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인슈어테크 기술을 통한 맞춤

형 데이터 수집 및 운전자 습관 파악을 통한 위험 평가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일례로 

미국 자동차 보험사인 Progressive는 텔레매틱스 기기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계약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또다른 미국 

자동차 보험사인 Root Insurance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운전습관을 파악하여 합리적 자동차 보험료 책정 및 도덕적 해이 통제가 가능해졌다. 또

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 보험사인 큐바(Cuvva)의 경우 온디맨드 보험을 통해 차량 운행 시에만 보

장을 선택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김은석･김영준 2019). 이러한 보험은 주행시간이 적은 자가 운전자인 경우 보험료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영현･이혜은 2018). 미국의 레모네이드

(Lemonade)는 챗봇을 활용하여 세입자보험 및 주택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

며, 해당 인슈어테크 기술을 통해 보험인수, 보험금 산정, 지급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

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켰다(정민기･김중한 2020). 독일 최초의 디지털 브로커인 클라크

(Clark)의 경우 머신러닝을 통해 고객의 기존 보험상품을 분석 및 평가하고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알고리즘은 독일 내 160개 이상의 보험회

사 상품 중에서 해당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상품을 추천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조영현･이혜은 2018). 

국내에서도 다수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개편 및 

기업의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경우 디지털 전환 관

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 본부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하나손보는 디지털 손해

보험회사로 전환할 것을 공표하였다(김규동･김윤진 2021). 실제로 이러한 노력들은 <표 

Ⅱ-7,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및 인슈어테크 적용 사례들로서 현

실화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해외 보험사들의 빅데이터 기술,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위험평가, 맞춤형 정보 수집, 보험상품 비교플랫폼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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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업 요약

맞춤형
손해보험

중안보험(ZhongAn, 중국)
∙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 판매

헬스케어 및
건강보험

오스카(Oscar, 미국)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개인별로 건강정보 제공
∙ 특정 목표 달성 시 혜택 제공(예: 금연, 몸무게 감량)

클로버(Clover, 미국)
∙ 스마트폰으로 의사 상담 서비스 제공
∙ 약국으로 처방전 메일 발송 기능 제공
∙ 모바일 앱 기반 디지털 어시스턴트 서비스 제공

리그(League, 캐나다)

∙ 스마트폰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관리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재직 중인 회사의 복리후생과 헬스케어 업체정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으로 디지털 결제 가능

앨런(Alan, 프랑스)
∙ 소규모 사업자와 스타트업 대상 디지털 건강보험회사
∙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하며 쉽고 투명하게 보험정보 제공 
∙ Alan map을 통해 최적의 의사 찾기 및 진료 예약 가능

판매 및 
중개

컴패어유럽그룹
(CompareEuropeGroup, 
영국)

∙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제공
∙ 무료로 쉽고 빠르게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가입 가능

클라크(Clark, 독일)
∙ 독일 최초의 디지털보험중개회사
∙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의 기존 보험상품을 진단, 분석하

고 최적화된 보험상품 추천

커버 지니어스
(Cover Genius, 호주)

∙ 빅데이터 및 API를 이용하여 전 세계 주요 보험사의 보
험상품을 실시간으로 추천, 비교분석 및 판매

커버월렛
(CoverWallet, 미국)

∙ 소상공인 전용 보험상품 판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조회, 설계, 가입, 계약, 결제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

셰파(Sherpa, 몰타)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최적화된 

특화보험상품 추천

자동차
보험

큐바(Cuvva, 영국)
∙ 스마트폰으로 차량사진 등록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 차량 운행 시에만 보험 가입 가능하고 비용 저렴

소액보험
그래스루트
(GrassRoots, 케냐)

∙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소액기반 
손해보험상품 제공

자료: KPMG(2017) 및 김은석･김영준(2019)의 <표 3>을 참조함

<표 Ⅱ-6> 전 세계 대표 인슈어테크 기업 및 기술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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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서비스 분류 내용 보험사

보험 
진단/분석

디지털
보험플랫폼

비교
플랫폼

∙ 가입 보험내역 실시간 확인, 자동
보장분석 및 추가 필요상품 추천

ING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상품기획/
설계

UBI보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 이통사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안전운전 점수 측정. 점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

∙ 차량 내장 측정기기와 연동한 안전
운전 습관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
동차보험료 할인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운
전습관을 파악하고 자동차 보험료
를 책정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Root 
Insurance

AI 기반 보험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 인
수와 보험금 청구 및 사후 고객 
서비스 등 오퍼레이션 모델 혁신

평안보험

건강관리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 웨어러블 건강관리앱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실적에 따라 각종 보험
료 할인 등 제공. 당뇨 등 유병자 
건강관리서비스로 확대

AIA생명
삼성화재
DB손보
교보생명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의사 
진단 없이 고객 설문과 처방 기록 
등을 활용하여 생명보험료 계산

Ethos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 생명보험사는 건강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 손해보험사는 건강 나이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및 적용

신한생명
ABL 생명
현대해상
DB손보

자료: 김은석･김영준(2019)의 <표 4>, 설태현･강대승(2020), 이재원･오상진(2020)을 참조함

<표 Ⅱ-7> 보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인슈어테크(보험진단/상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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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서비스 분류 내용 보험사

상품 조회/
가입

보험
진단분석

비교플랫폼
디지털보험사

∙ 보험사 상품 조회 및 가격 비교, 
가입, 결제처리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역경매 보험
추천

비교플랫폼
디지털보험사

∙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
하여 역경매 방식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제공

삼성화재
한화생명

챗봇

디지털보험사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연어 

기반 챗봇 상담서비스(상품 조회, 
상품 추천, 가입, 각종 질의)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DB손보

디지털보험사
∙ 24시간 온라인 가상 응대 서비스

를 운영
평안보험

보험료
결제/인증

간편결제 디지털보험사
∙ 이통사 간편결제 및 카카오톡 기반 

간편 결제
DB손보
교보생명

간편인증

디지털보험사
∙ 카카오톡 메신저 기반 간편인증 
  제공

DB손보
교보생명
KB손보

디지털보험사
∙ 지문인증 기술을 통해 전자서명 
  시스템 제공

삼성생명

보상청구

실손보험
간편청구

디지털보험사
∙ 고객 동의하에 병원진료서류를 자

동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스마트
폰 앱 기반 실손보험 청구대행

KB손보
삼성화재

디지털보험사
보험교차판매

∙ AI를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90초 이내에 지급보험금을 확정하
고 3분 내 청구 해결

Lemonade

디지털보험사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 공공데이터, 위성 사진, 스마트 홈 
장치 등을 활용하여 보험 신청절차 
간소화 및 청구절차 최소화

Hippo 
Insurance

자동차사고
자동수리
견적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사고 수리비 
자동견적 시스템

한화손보

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출신용평가 
점수 모델링 정교화

DB손보
ING생명

자료: 김은석･김영준(2019)의 <표 4>, 설태현･강대승(2020), 이재원･오상진(2020)을 참조함

<표 Ⅱ-8> 보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인슈어테크(상품 조회/결제/보상청구/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