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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umer-focused case for transaction-based offers from Banks, Neobanks and Fintechs.

This report from embedded insurance leader Cover Genius and Momentive.ai (the research company of SurveyMonkey) examines consumer interest in a new 
model of insurance distribution where banks, neobanks and other fintechs offer insurance based on transactional data.  The report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May-June 2021 of 500 census-balanced bank customers in Korea. 


The report is part of a global series that includes Canada, Brazil, UK, Germany, Spain, Italy, France, Australia, Singapore, India, Thailand, Korea, Indonesia and 
the US. To qualify for the survey, respondents had to have a primary bank account. The respondents answered up to 20 questions concerning 14 types of life 
events, activities or major purchases experienced in the last 12 months and asked about related insurance decisions and their interest in novel embedded 
insurance offers. In-depth country studies of 13 different insurance product lines are also available at covergenius.com/resources.

http://covergenius.com/resources


보험 라인 및 은행 유형별 포함한 임베디드 보험 상품에 대한 이자
Interest in bank-embedded insurance offers, by insurance line & bank type 

[주거래 은행 계좌가 있는 금융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은행이 귀하의 거래 활동을 기반으로 
보험을 제공했다면 귀하의 은행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 where you have your primary banking account] “If your bank offered insurance based on your 
transaction activity, how interested would you be in allowing your bank to make these offers?”

모든 유형의 보험 제안 (n= 122 & 382 & 502)
Any type of insurance offers 

77%
65.2%
68.1%

고가의 개인 전자 제품에 대한 보증 연장 (n= <50 & 79 & 116)
Extended warranty for expensive personal electronic products

30.3%
20.8%
23.2%

단기 임대 사이트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상업 보험

(n= <50 & 66 & 104)

Commercial insurance for income received from a short-term rental site

31.1%
17.4%
20.8%

작품 범위 (n= <50 & 82 & 117)
Artwork coverage

28.7%
21.6%
23.4%

집주인 보험 (n= <50 & 77 & 120)
Landlord insurance

35.2%
20.3%
24%

임차인 보험 (n= <50 & 79 & 106)
Renters insurance

22.1%
20.8%
21.2%

자동차 보험 (n= <50 & 91 & 134)
Auto insurance

35.0%
24%
26.7%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에 대한 보장 (n= <50 & 78 & 118)
Coverage for expensive home furnishings or appliances 

32%
20.6%
23.4%

고가의 개인 물품에 대한 보장 보석류 (n= <50 & 73 & 120)
Coverage for expensive personal items e.g. jewellery 

39.3%
19%
24%

건강 보험 (n= <50 & 57 & 83)
Health insurance

21.3%
15%
16.6%

생명 보험 (n= <50 & 53 & 86)
Life insurance

25.4%
14%
16.8%

애완 동물 보험 (n= <50 & 81 & 130)
Pet insurance 

40.2%
21.4%
25.9%

여행 보험 (n= <50 & 98 & 145)
Travel insurance 

38.5%
25.9%
38.9%

홈 & 컨텐츠 보험 (n= <50 & 109 & 156)
Home & contents insurance 

38.5%
28.8%
31.1%

Key

디지털 전용 은행 고객. Digital-only bank customers
기존 은행 고객. Traditional bank customers
전체 샘플. Entire sample



은행가입 보험제도에 관심사유
Reasons for interest in bank-embedded insurance offers

[매우 또는 매우 관심이 있음] “귀하의 은행이 이러한 제안을 하도록 허용하는 데 왜 관심이 있으십니까?”

[Extremely or very interested] “Why would you be interested in allowing your bank to make these offers?”

은행이 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I trust banks to protect my personal data 

31.1%
25.1%

이러한 유형의 보장 상품에 가입하는 쉽고 편리한 방법이라서
It is an easy and convenient way to get this type of protection 

32.8%
29.8%

다른
Other 

1.6%
1.1%

보험 비용이 더 나을 것 같아서
The cost of the protection would be better 

26.2%
22.4%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보험이나 보장 상품을 맞춤화 할 
수 있어서
They can tailor the insurance or warranty protection for me because of the information 
they have 

37.7%
45.5%

Key

디지털 전용 은행 고객. Digital-only bank customers
기존 은행 고객. Traditional bank customers



은행 내장 보험 제안의 경험 요소
The experience factor in bank-embedded insurance offers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주요 인생 사건을 경험한] “귀하의 은행이 귀하의 거래 활동을 기반으로 보험을 
제공했다면 귀하의 은행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Experienced any of the major life events during the last 12 months] “If your bank offered insurance based on your transaction 
activity, how interested would you be in allowing your bank to make these offers?”

모든 유형의 보험 제안 (n=357 & 145)
Any type of insurance offers 

77.8%
44.1%

단기 임대지(예: Airbnb 등)에서 보증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
에 귀하의 은행에서 상업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478)
Offer for commercial insurance because you started receiving deposits from a short-term 
rental site 

54.2%
19.1%

유아용 제품(예: 유아용 침대, 기저귀, 장난감 등)을 구매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생명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450)
Offer of life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products for infants 

68.2%
14.4%

고가의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보증 기간 연장 상품을 권유한 경우 (n=103 & 399)
Offer for an extended warranty because you purchased an expensive personal electronic 
product 

35%
20.1%

고가의 예술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보장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480)
Offer for coverage because you purchased expensive artwork

40.9%
22.6%

반려동물을 구입했거나 입양비를 지불했거나 반려동물 용품
을 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반려동물 보험
을 권유한 경우 (n=59 & 443)
Offer of pet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or paid an adoption fee or started 
purchasing pet supplies 

52.5%
22.4%

고가의 가구 또는 가전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
서 보증 기간 연장 상품을 권유한 경우 (n=103 & 399)
Offer of coverage because you purchased an expensive home furnishing or appliance 

33.8%
18.9%

유아용 제품(예: 유아용 침대, 기저귀, 장난감 등)을 구매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건강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480)
Offer of health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products for infants 

31.8%
15.9%

새로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주택보유자 
보험을 권유한 경우  (n=50 & 452)
Offers of homeowners insurance because you bought a new property

40%
30.2%

새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자동차 보험을 
권유한 경우 (n=65 & 437)
Offer of auto insurance because you bought a new car 

30.8%
26.2%

항공료나 해외에서 호텔 객실을 결제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
에서 여행자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467)
Offer of travel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airfare or paid for hotel rooms in 
international geographies

42.9%
27.9%

고가의 개인용 제품(예: 주얼리)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
행에서 보장 보험을 권유한 경우 (n=72 & 430)
Offer of coverage because you purchased expensive personal items 

40.3%
21.2%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
에서 임차인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467)
Offer for renters insurance because you started making regular rent payments 

35.3%
20.1%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임대주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468)
Offer for landlord insurance because you started receiving regular rent payments 

48.6%
22.1%

Key

보험적용 사건을 경험한 자. Have experienced insurable event
보험적용 이벤트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Have not experienced 
insurable event



보험 출처 및 라인별로 은행 포함 혜택에 대한 기존 보험 고객의 관심
Traditional insurance customers’ interest in bank-embedded offers, by insurance source and line

[지난 12개월 동안 운송업체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귀하의 은행이 귀하의 거래 활동을 
기반으로 보험을 제공했다면 귀하의 은행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
까?”

[Purchased insurance from a carrier or agent in last 12 months] “If your bank offered insurance based on your transaction activity, 
how interested would you be in allowing your bank to make these offers?”

모든 유형의 보험 제안 (n= 345 & 157 & 502)
Any type of insurance offers 

87.3%
80.4%
82.5%

고가의 개인 전자 제품에 대한 보증 연장 (n= 65 & 51 & 116)
Extended warranty for expensive personal electronic products 

29.6%
32.3%
31.4%

단기 임대 사이트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상업 보험 

(n= 55 & <50 & 104)

Commercial insurance for income received from a short-term rental site 

32.4%
30.4%
31%

작품 범위 (n= 55 & 62 & 117)
Artwork coverage 

29.6%
39.2%
36.2%

집주인 보험 (n= 67 & 53 & 120)
Landlords insurance 

31%
33.5%
32.8%

임차인 보험 (n= 56 & 50 & 106)
Renters insurance

32.4%
31.6%
31.9%

자동차 보험 (n= 76 & 58 & 134)
Auto insurance 

36.6%
36.7%
36.7%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에 대한 보장 (n= <50 & 70 & 118)
Coverage for expensive home furnishings or appliances 

28.2%
44.3%
39.3%

고가의 개인 물품에 대한 보장 보석류 (n= 64 & 56 & 120)
Coverage for expensive personal items e.g. jewellery

36.6%
35.4%
35.8%

건강 보험 (n= <50 & <50 & 83)
Health insurance

25.4%
26.6%
26.2%

생명 보험(n= <50 & <50 & 86)
Life insurance 

31%
26.6%
27.9%

애완 동물 보험 (n= 64 & 66 & 130)
Pet insurance

35.2%
41.8%
39.7%

여행 보험 (n= 81 & 64 & 145)
Travel insurance

43.7%
40.5%
41.5%

홈 & 컨텐츠 보험 (n= 93 & 63 & 156)
Home & contents insurance 

47.9%
39.9%
42.4%

Key

비전통적인 보험 고객. Non-traditional insurance customers
기존 보험 고객. Traditional insurance customers
전체 샘플. Entire sample



보험 라인별 은행의 임베디드 보험 제공에 대한 이자
Interest in bank-embedded insurance offers, by insurance line

“귀하의 은행이 귀하의 거래 활동을 기반으로 보험을 제공했다면 귀하의 은행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If your bank offered insurance based on your transaction activity, how interested would you be in allowing your bank to make these 
offers?”

모든 유형의 보험 제안 (n=502)
Any type of insurance offers
68.1%

단기 임대지(예: Airbnb 등)에서 보증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
에 귀하의 은행에서 상업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104)
Offer for commercial insurance because you started receiving deposits from a short-term 
rental site

41%
23.2%

유아용 제품(예: 유아용 침대, 기저귀, 장난감 등)을 구매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생명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86)
Offer of life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products for infants

52.6%
20.8%

고가의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보증 기간 연장 상품을 권유한 경우 (n=103 & 116)
Offer for an extended warranty because you purchased an expensive personal electronic 
product

46.7%
23.4%

고가의 예술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보장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117)
Offer for coverage because you purchased expensive artwork

58.3%
24%

반려동물을 구입했거나 입양비를 지불했거나 반려동물 용품
을 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반려동물 보험
을 권유한 경우 (n=60 & 130)
Offer of pet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or paid an adoption fee or started 
purchasing pet supplies

47.4%
21.2%

고가의 가구 또는 가전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
서 보증 기간 연장 상품을 권유한 경우 (n=151 & 118)
Offer of coverage because you purchased an expensive home furnishing or appliance

31.3%
26.7%

유아용 제품(예: 유아용 침대, 기저귀, 장난감 등)을 구매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건강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83)
Offer of health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products for infants

45.2%
23.4%

새로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주택보유자 
보험을 권유한 경우 (n=50 & 156)
Offers of homeowners insurance because you bought a new property  

62.5%
24%

새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자동차 보험을 
권유한 경우 (n=65 & 134)
Offer of auto insurance because you bought a new car

35.3%
16.6%

항공료나 해외에서 호텔 객실을 결제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
에서 여행자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145)
Offer of travel insurance because you purchased airfare or paid for hotel rooms in 
international geographies

70%
16.8%

고가의 개인용 제품(예: 주얼리)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
행에서 보장 보험을 권유한 경우 (n=72 & 120)
Offer of coverage because you purchased expensive personal items

65%
25.9%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
에서 임차인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106)
Offer for renters insurance because you started making regular rent payments

46.2%
28.9%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에서 
임대주 보험을 권유한 경우 (n= <50 & 120)
Offer for landlord insurance because you started receiving regular rent payments

59.3%
31.1%

Key

은행에서 선택한 보험을 구매한 응답자. Respondents who purchased selected 
insurance from their bank

전체 샘플. Entire sample



은행 유형별 기존 보험 대비 임베디드 보험 제안에 대한 선호도
Overall preference for bank-embedded offers versus traditional insurance, by bank type

[주거래 은행 계좌가 있는 금융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향후, 보험사, 보험 설계사, 또는 개인 재무 설
계사를 통해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귀하의 거래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길 원하십니까?”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 where you have your primary banking account] “In future, would you prefer to receive insurance offers 
from your primary bank, based on your transactions, as opposed to externally sourcing coverage from an insurance carrier, insurance 
broker, or personal financial advisor?”

디지털 전용 은행 고객 (n=122) 57.4%

기존 은행 고객 (n=380) 52.2%

전체 샘플 (n=502) 53.5%

[모든 출처에서 구매한 보험(전통, 비전통 및 선택한 보험 없음)] “향후, 보험사, 보험 설계사, 또는 개인 재
무 설계사를 통해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귀하의 거래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보험 가입 권
유를 받길 원하십니까?”

[All respondents incl. purchased insurance from traditional source] “In future, would you prefer to receive insurance offers from 
your primary bank, based on your transactions, as opposed to externally sourcing coverage from an insurance carrier, insurance 
broker, or personal financial advisor?”

비 전통적 보험 고객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고객 (n=345) 64.8%

기존 보험 고객 (n=157) 68.4%

전체 샘플 (n=502) 67.2%



비즈니스 은행 사용자 및 핀 테크 앱 사용자의 임베디드 보험 제안에 대한 관심
Interest in bank-embedded offers from business bank users and users of fintech apps

[한 달에 한 번 이상 Fintech 앱을 사용합니다] “귀하의 은행이 귀하의 거래 활동을 기반으로 보험을 제공했
다면 귀하의 은행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Uses Fintech Apps at least once per month or have business bank accounts] “If your bank offered insurance based on your 
transaction activity, how interested would you be in allowing your bank to make these offers?”

비즈니스 뱅킹 사용자(예: 비즈니스 은행 계좌 또는 대출 보유)는 거래 기반 제안에 매우 또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n=124)
Business banking users (i.e. have a business bank account or loan) are extremely or very interested in transaction based offers

81.1%

할부결제 이용자(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거래 기반 제안에 대해 매우 또는 매우 관심이 높음 (n=122)
Instalment payment users (e.g. Kakao Pay, Naver Pay, Toss) are extremely or very interested in transaction based offers

80.3%

투자 계정 사용자(예: eToro, Questrade)는 거래 기반 제안에 극도로 또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n=76)
Investing account users (e.g. eToro, Questrade) are extremely or very interested in transaction based offers

80.3%

모바일 지갑 사용자(예: 네이버페이)는 거래 기반 제안에 매우 또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n=228)
Mobile wallet users (e.g. Naver Pay) are extremely or very interested in transaction based offers

71.1%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자(예: Banksalad(뱅크샐러드))는 거래 기반 제안에 극도로 또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n=37)
Accounting software users (e.g. Banksalad (뱅크샐러드)) are extremely or very interested in transaction based offers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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