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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사회도래에따른금융산업의영향

채널의 비대면화1

❖ 보험을 포함한 고관여 금융 상품/서비스 영역에서 비대면 채널 활용도 가속화

금융서비스의 공유, 구독, P2P 서비스 활성화2

❖ 생활속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니즈에 따라 공유, 구독, P2P 서비스와 접목

Lean 방식의 조직문화 확산3

❖ DT(Digital Transformation)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직 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전환



kakaopay corp. 3

기존보험상품의 Pain Point와디지털보험의지향점

생활맥락에 맞는 상품군 부재

보험의 어려운 절차

보험 상품에 대한 낮은 이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

Push형 세일즈에 대한 고객 피로도 증가

역선택 문제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이해관계

과도한 마케팅 비용

보험 사기 등 신뢰이슈

금융 소비 패텬 변화

보험 사각지대 산재

다양한 보험 상품군 부재

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

개인과 플랫폼의 연결 개인과 개인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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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system 기반 디지털 보험사

인슈어테크 기반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보험비즈니스모델의형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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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Distributed

기존보험사 중심의 디지털 파트너쉽(채널) 확대

Seg 1

✓ 소셜커머스, 통신사, 금융 플랫폼, 리워드 플랫폼 등 제휴

Seg 2

✓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넨셜, 토스 등

Seg 3

✓ 카카오페이, 중안보험, 타이캉보험, Lemonade, Root, Osca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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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험비즈니스모델의형태(2/2)

중국 Ant Financial × 중안보험 사례

Phase 2Phase 1

Ant와 중안보험이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위해 협업하며 초기 Success story 구축

Ant / 중안보험 각자 독자적 사업 확대 추진.
But, 여전히 ‘No.1 협업 파트너’로 시너지 발휘

Ant Financial / Alibaba

중안
보험

주주사 플랫폼의 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디지털 보험 중심 협업
(예. 반송보험, 신용보증)

A B

(무거운 IT시스템 및 data 역량
부족, 보수적 경영기조 등으로
대응 미흡)

Ant Financial / Alibaba

중안
보험

A 
보험

B 
보험

C 
보험

Platform 
#1 

….

….Platform 
#2 

Platform 
#3 

M/S 
30~40%

독자적 eco system 확장

경쟁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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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험비즈니스모델의특성(1/5) _ InsurTech의 발전방향

AI IOT

Big
DataBlock

chain

Eco
System

DIY보험

금융 빅뱅

개인맞춤형

AI보험

“ [개인맞춤형] End to  End 고객 경험 혁신 “

• 유저들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포착된 맥락 기반 맞춤 보험서비스 offering

• 개인 data 활용한 Dynamic Pricing

• Data Analytics 등 Tech 을 활용한
보험 Value Chain별 User-friendly process 구성

상품
개발

채널/
마케팅

UW/
Claim CRM 컨텍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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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특성(2/5) _ 채널의 비대면화

전통적보험

❖ 컨설팅이 필요한 상품은

대면 + Hybird 형태로

비대면화 확대

디지털보험

❖ 생활밀착형보험은 ICT와

보험의 결합을 통한 디지털보험

중심으로 발전

❆ 보험시장의 양분화
(재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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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특성(3/5) _ 디지털보험의 선순환 구조

고객경험 혁신
(Customer value added)

Tech 기반 보험 Value chain 혁신 가속화
(Leveraging data analytics to cover customet needs)

중장기 이익기반 확보
(Optimized return and risk profile)

디지털보험

선순환 Loop

기업가치 극대화
(Higher valuation multiple

compared to traditional insurer)

국내 디지털보험 Position

중안보험 등 중국 디지털
보험 Position

❖ 중안보험 약 10조(‘20.8월 현재)

❖ Root 약 4.5조(‘20.4월 현재)
❖ Leomonade 7월 상장 후

시가 총액 $4B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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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구독 P2P

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특성(4/5) _ 디지털보험의 트랜드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공유(Shared), 구독(Pre Payment), P2P(Cloud보험) 개념을

반영한 디지털 보험의 차별화된 고객가치 반영이 활성화될 전망임

일본 와리깡보험

중국 샹후바오

Switch(On&Off) 보험

보험 선물하기

미국 Lemo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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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특성(5/5) _ Lean 방식의 조직문화

비전/미션

중장기 목표 : 1/3/5년차 Projection

중장기 전략

단기 목표
단기 전략
Functional 조직 구성
(개편, TF, Hierachy 체계)

프로젝트 계획

리소스 Planning

프로젝트 착수

아이디어-로드맵-요구사항
승인
(Projection, ROI분석, 경쟁력 등)

디자인/개발 구현

테스트
배포/운영

Design thinking

Lean startup

Agile

사용자
가치 관점의

loop 
Iteration

MVP
(Minimum Viabl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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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