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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긱 경제가 확대되면서 근로형태가 유연한 긱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해외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이를 기회로 인식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특정 분야의 긱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생활밀착 서비스를 중심으로 긱 

경제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긱 근로자 맞춤형 보험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이로부

터 파생되는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 노동계약이 이루어지는 긱 경제가 확대되고 있음

 긱1) 경제는 일반적으로 노동 수요가 발생할 때 특정 업무 혹은 서비스 제공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거래하는 시장을 뜻함

- 최근의 긱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버(미국 승차공유 플랫

폼), 딜리버루(영국 음식배달 플랫폼), 업워크(미국 전문프리랜서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예임

 국가별로 긱 경제에 대한 정의 및 수용 정도가 다르지만 미국, EU 등에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과 EU 국가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20~30%(약 1억 6,200만 명)가 긱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2)되며, 미국에서는 향후 5년간 긱 근로자 수가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3)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연하게 노동을 제공하는 긱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1) 긱(Gig)은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했던 형태에서 유래한 것으로, 근로자가 하
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유연하게 노동을 공급하는 형태를 일컬음

2) Mckinsey(2016), “Independent Work: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미국과 EU 5개국(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의 긱 근로자(Independent Workers) 8,1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미국과 EU 15개
국으로 확대(인구수 가중평균)하여 추정한 수치임. 긱 경제에 관한 공식 기준 및 정의 부재로 국가별 노동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아,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 최선의 추정치라고 판단됨

3) MBO Partners(2018), “The State of Independence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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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긱 근로자를 고용인(Employee)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간주함에 따라 긱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배송 및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필요하지만,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긱 근로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큼

 해외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이와 같은 긱 근로자의 보험 수요를 기회로 인식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특정 분야의 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표 1> 참조)

 Verifly(뉴욕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는 예술, 뷰티, 청소, 컨설턴트, 건축, 운동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배상책임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긱 근로자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업, 보장한도, 보장기간(시간, 일, 월 단위 등), 추가 보장항목 등을 

선택하면 실시간 보험료를 바탕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ZEGO(런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는 음식배달 플랫폼4)과 제휴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간 단위의 보험상품5)을 판매하고 있음

- ZEGO 어플리케이션이 음식배달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어 긱 근로자가 플랫폼에 로그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보험상품에 가입되는 근로시간 연동(Pay-as-you-work) 보험임

 Tapoly(런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는 웹 디자이너, 작가, 사진기사, 컨설턴트 등의 전문 프리랜서를 대상

으로 일 단위의 보험상품6)을 판매하고 있음

회사명 보장 업종 보험상품 종류 및 특성

Verifly 예술, 운동, 건축, 컨설턴트 등
- 배상책임보험
- 보장기간을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보장한도 및 추가 보장항목 등도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보험

ZEGO 음식배달서비스 산업
- 스쿠터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과 제휴하여 긱 근로자가 일할 때 자동으

로 보험상품 활성화

Tapoly
웹 디자이너, 작가, 사진기사 

등 전문 프리랜서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등
- 전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보장기간을 일 단위로 선택 가능

<표 1> 해외 긱 근로자 맞춤형 보험상품 예시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4) 우버이츠(Uber Eats), 딜리버루(Deliveroo), 스튜어트(Stuart) 등임
5)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노동자의 경우 배달 중 접촉사고 발생 리스크에 주로 노출되므로 스쿠터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운송수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상품을 제공함
6) 전문 프리랜서의 경우 고객과 계약을 맺고 이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계약 취소, 대금 지급, 업무관련 과실 등의 법률 소송  

리스크에 주로 노출되므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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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생활밀착 서비스를 중심으로 긱 경제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긱 근로자 맞춤형 보험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우버이츠’ 음식배달서비스, ‘미소’ 홈클리닝 서비스 등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

는 플랫폼 확대를 바탕으로 긱 근로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우버이츠’의 경우 배달에 활용하는 개인 운송수단(자동차,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증명 서류를 제출

해야 드라이버로 등록할 수 있음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판매채널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어플

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긱 근로자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맞춤형 보험상품

을 설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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