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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 두 사람이 거래를 할 때 거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를 지칭, 특히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두드러짐.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Information Monopoly

도덕적 취약성

역선택

정보독점

Ex)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에
불이 날 확률이 더 높음.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가입되지 않은
건물보다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가입자가 화재 예방에 큰 노력을 하지 않음.

Ex)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Ex) 조선시대 ‘문자화된 정보의 독점’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은행이 개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를 CDO로 만들어 보험회사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택담보 대출을 해줌.

양반이 아니면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글로 표현된 것을 읽지도 못함. 이러한
환경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독점하게 됨.

대리인비용 문제 (Agency Problem):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면 대리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
주체의 이해와 상반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확증비용(Bonding Cost),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잔여손실(Residual Losses) 등이 있음.

Agency Problem

Bonding Cost

Monitoring Cost

Residual Cost

확증비용

감시비용

잔여손실

기업경영,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대리인(Agency)의 행위가 주주나 채권자 등

주주나 채권자 등 주체(Principal)의 이해에

주체(Principal)의 이익에서 이탈하는 것을

대리인의 의사결정과 주주나 채권자 등의

상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제한하기 위해서 주체가 대리인을 감시하는

주체가 보는 최적의 의사결정 간의 차이로

때 소요되는 비용.

데에 부담하는 비용.

인하여 발생하는 실제적인 재산의 감소.

“Market for Lemon” – George A. Akerlof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는 역선택으로 나타남”

“Market for Lemon” – George A. Akerlof

Lemon = 불량중고차

“Market for Lemon” – George A. Akerlof

“Lemon Problem의 해결책은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대리인비용을 해결한 국내 서비스 사례
서비스명:

SK엔카

서비스 지역:

대한민국

서비스 종류:

중고차 거래 플랫폼

대리인비용 해결 방법:

내부 인력이 중고차의 상태를 직접 검증

서비스명:

직방

서비스 지역:

대한민국

서비스 종류:

부동산 중개 플랫폼

대리인비용 해결 방법:

허위매물 근절, 안심중개사 정책

대리인비용을 해결한 해외 서비스 사례
서비스명:

LEXOO

서비스 지역:

영국

서비스 종류:

변호사 중개 플랫폼

대리인비용 해결 방법:

역경매 방식으로 여러 변호사의 의견과 수임료 비교

서비스명:

REDFIN

서비스 지역:

미국

서비스 종류:

주택 구매 중개 플랫폼

대리인비용 해결 방법:

REDFIN자체 인력이 고객이 원하는 매물을 직접 조사
3D 도면화해서 제공

그렇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마이리얼플랜은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서비스
“ 마이리얼플랜은 보험설계사와 고객을 이어주는
O2O플랫폼 입니다.”
…

“고객은 좋은 보험설계사를 만날 수 있고 설계사는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이리얼플랜 = 40만 보험설계사와 2천만 고객을 잇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

고객이 필요한 보험설계사

-

마이리얼플랜은 보험설계사와 고객을 이어주는 O2O 보험중개 플랫폼

-

고객은 검증된 보험설계사를 만날 수 있고 설계사는 신규고객을 만날 수 있음.

마이리얼플랜 = O2O플랫폼 + 보험분석시스템

Step 2. 마리플이 설계사 회원들에게 설계를 요청

Step 1. 고객이 보험플랜을 요청

1. O2O 플랫폼
Step 5.

가입을
원하는
고객

3개의 플랜이
고객에게 전달

Step 4.
분석시스템이 가장
좋은 플랜 3개를 가려냄

고객을
원하는
설계사

2. 분석시스템
Step 6. 전달 받은 플랜 3개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플랜을 설계한 설계사와 연결
Step 3. 설계사들이 마리플에게 설계안을 제출

마이리얼플랜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출처: Sigma, Digital Distribution in Insurance by Swiss Re

전통적인 방법

1. 온라인

9 Steps,

3. 엄청나게 많은

조사

전화와 메시지를 받음

5. 지인에게
소개 부탁

7.

9. 설계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좋은 플랜인지 확인

통한 최종 가입

약 1주 ~ 3주 소요

vs

2. 보험견적,
플랜요청

4. 온라인

리뷰 검색

6. 보험설계사

대면상담 및 플랜추천

8. 보험설계사 2차
대면 상담

마이리얼플랜

1. 온라인

5 Steps,

약 하루 소요

조사

3. 가장 좋은 3개의
플랜 추천 받음

4. 보험설계사
대면 상담

5. 설계사를 통한
최종 가입

국내 보험시장은 거대한 시장


대한민국 보험시장 규모:

연간 약 130조원 규모



등록된 보험설계사 수:

약 40만 명



GDP대비 보험시장 규모:

약 10%



등록된 보험회사 수:

39 (손해/화재보험: 14, 생명보험: 25)

Addressable & Obtainable Market




Total Addressable Market: 400,000 x 10만 원 x 12

= 연간 4,800억 원

Serviceable Addressable Market: 100,000 (인터넷을 영업에 적극 이용하는 설계사) x 10만 원 x 12

= 연간 1,200억 원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 30% of Serviceable Addressable Market

= 연간 400억 원

보험 O2O 플랫폼의 가능성
성숙한 시장

하지만! 아직 초기인 온라인 시장

 대한민국 보험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온라인 점유율은 약 1% 대.

 일반적으로 GDP의 10%가 되면 성숙한 시장으로 간주.



해외사례를 볼 때 핀테크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보험 점유율이

 규모 자체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높아질 것.


보험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동안 O2O 중개플랫폼의 등장은
불가피.
Korea

Europe

아직은 90%이상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보험가입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O2O방식의 중개 플랫폼이 등장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음. (i.e. UK: MoneySupermarket, US: Nerdwallet)

온라인 보험으로 가기 위한 소프트랜딩 전략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국내 보험시장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대면)

영국(UK)보험시장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대면)

5%
30%
45%
55%
70%
95%

국내 생명보험시장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대면)

국내 손해보험시장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대면)

아직 국내 온라인보험 시장은 자동차보험 시장을

포함하여도 전체의 10% 수준. 하지만 영국의 경우 전체
보험가입자의 45%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정도로
온라인 보험이 대중화.

2%

20%

오프라인에 머물던 보험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때에
MoneySupermarket 이라는 기업이 등장하여 온라인
보험중개 비즈니스로 성공을 거둠.

98%

80%

(런던증권거래소: 시가총액 2.8조원)

온라인 보험으로 가기 위한 소프트랜딩 전략
향후 국내 보험시장

국내 보험시장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대면)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대면)

5%
30%

70%
95%

온라인 보험중개
플랫폼

O2O방식의 온라인 보험중개 플랫폼의 등장 및 온라인보험시장의 성장

변화하는 시장환경이 기회
금융위원회 주도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런칭 했으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침.
 하지만 온라인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불러일으켜 온라인보험 관심도 상승.

보험원수사
(Insurance Underwriters)

 온라인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들은 기존 사업 잠식효과 때문에 적극적인 온라인사업 시도 불가.
 온라인보험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흡수하는 서비스의 부재.
 각 보험사, 상품별로 표준화된 비교시스템이 없음.

모바일 환경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보험가입 희망자들의 보험, 재무관련 컨텐츠 검색 비율이 상승.
 마이리얼플랜이 매주 발행하는 “보험 재테크 Talk”과 같은 컨텐츠가 모바일 유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보이고 있음.
 모바일 환경에서 보험사, 은행, 카드사 등의 광고 니즈 급증.

대한민국 압도적인 1위 보험 핀테크 서비스
-

국내 최초 보험스타트업

-

핀테크 알고리즘을 활용한 보험분석시스템 개발

-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중개하는 서비스 마이리얼플랜 개발 및 O2O 플랫폼화

-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한민국 유일 기업

압도적인 대한민국 No.1 보험중개 플랫폼 운영
-

국내 최다 누적 견적 요청 수 약 1만 2천 건

-

국내 최다 누적 플랜 제출 수 9,150 건

-

보험업계 월간 최대 페이지뷰 약 15만 뷰

-

국내 유일 공정한 보험평가, 검증, 리모델링 의뢰 가능

-

국내 유일 보험분석시스템 개발

-

민간주도형 정부 기술기업지원사업 (TIPS) 선정

마이리얼플랜을 창업하게 된 계기

벤처1세대와 미국에서 온 젊은피의 만남
연 매출 800 ~ 1,000억 규모의 IT 기업을 운영했던 김창균 대표와

미국에서 금융을 공부하고 창업을 경험한 정글멘토 김지태 전 대표가 공동 창업한 회사

IT업계와 금융/보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멤버들
인터넷 초기시절부터 IT업계에 종사해온 멤버들과 금융업계, 보험업계에서
평균 10년의 경력을 가진 멤버들

마이리얼플랜의 든든한 지원군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털 더벤처스로부터 Seed Round 투자 유치
초기투자자금 및 팁스(TIPS) 자금으로 총 13억 원 유치

직방, 비트윈 등의 투자사로 유명한 캡스톤 파트너스
보험의 직방을 함께 만들어가는 투자자

전통 금융권의 미래에셋 벤처캐피탈
온라인 보험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가는 투자자

“당신이 돈을 만들고자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역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둘 다 만들게 될 것이다.”
“ 마이리얼플랜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Geetae Kim at Geetae@myrealpl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