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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국제 사회 보장 리뷰(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는 사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어휘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 또는 소액보험,1) 이하 본문에서는 ‘미소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Dror, and Jacquier(1999)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미소보험을 ‘위험의 가능성 및 비용에 적합한 보험료 지급을 대가로 특정 위

험으로부터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IAIS는 미소보험을 보험시

장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특정 소득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좀 더 좁은 의미

에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

으며,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의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본질적으로 미소보험은 금융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거나, 소득의 변동성이 매우 큰 저

소득계층을 그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 이외에는 전통적인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된다. 다만 미소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보험에 비해 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가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소득흐름이 불규칙함에 따

라 보험료의 납부 역시 규칙적인 주기를 갖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 미소보험시장 참여자의 경우 교육 수준이 제한되어 있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 미소보험 계약의 약관은 일반적으로 매우 쉽고 간단

한 용어로 작성되어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미소보험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특정 국가나 특정 상품 유형, 또는 보험자의 유형

1) 최근 펫보험이나 여행보험 등 보험 보장이 소액이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소액인 보험을 소액보험으로 지칭하고 있

는데, ILO(2008)는 미소보험(Microinsurance)을 빈곤한 개인의 필요, 소득 및 위험 수준에 맞춘 보험료 지급의 

대가로 위험(가난, 질병, 가족 내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정의하

고 있음. 또한 ILO는 미소보험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노동자들, 특히 주류 시장 및 사회 보험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경제의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보험임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보장내역이 소액인 보험이 아니라 빈곤 계층을 위한 보험이라는 의미에서 미소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jsessionid=2HVXurGXjOaMKneMJ4kYG

QZElISJ3o4xjjPa5pALLjg4OgzUvb-V!1653088929?id=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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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역시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보험 보호 격차2)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미소보험의 공급은 중요하다. 한편 미소보험은 저소득가구의 접근성

과 보험료 납부 능력 측면에서 적합하고, 보험으로 보호 가능한 모든 유형의 위험을 보장

하고자 한다. 미소보험 공급자들은 저소득가구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상품을 맞춤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있는데, 신용생명보험(Credit-life insurance)3)과 장례보험(Funeral),4)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유형의 미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업 및 가축 등에 대

한 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미소보험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 미소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과 비정부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미소보험이라

는 용어가 소개된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미소

보험에 대한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개발도

상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보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

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보험 수요가 낮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ACA(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2014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에도 불구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보고된다. 미국 내 무보험자의 약 

57%가 ACA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보험자로 남아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해 보험 수요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 격차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재보험사 스위스 리(Swiss Re)는 2016년 기상 재해로 인한 보험 보호 격차 수준은 전 

세계에서 1,210억 달러, 2018년에는 약 1,8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을 제시한 바 있다.

Microinsurance Network(MiN)5)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개 국가6)에서 1억 7,900만 

2) 보험 보호의 격차란 보험 손실(Insured losses)과 총 경제적 손실(Total economic losses)의 차이를 가리킴

3) 신용생명보험은 차주(Borrower)가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통해 남은 대출을 상환하

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보험임

4) 장례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임

5) 40개국 이상의 80개 기관회원들로 구성된 비영리 글로벌 조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조직임. 2017년에는 유엔과 보험업계 간 최대협력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보험구상원칙

(Environment Finance Initiative’s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Initiative; PSI)에 가입한 바 있음 

6) Microinsurance Network는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2020, 2021)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와 캐러비안(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세 지역의 미소보험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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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억 7,700만 명이 미소보험상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구 대상 

국가에서 미소보험 타겟 인구의 6~14%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 비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2020년 기준 28개의 국가에서 미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인구 수7)는 타겟인 중저소득인구(low and middle income population)의 약 6~10%인 1억 6

천 2백만 명~2억 5천 3백만 명으로 추정8)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Microinsurance 

Network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응답률의 향상 및 연구대상 보험자가 194개에서 224개

로, 연구대상 보험상품이 589개에서 704개로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 직접

적인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의 증가가 미소보험의 성장세를 반영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Munich Re Foundation 2012 보고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5억 명 가량이 미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어, Microinsurance Network

의 2021년 보호 대상자 수치와 비교할 때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러나 미소보험에 관한 보험회사 및 정부조직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은 미소보험시장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Swiss Re(2010)

는 미소보험의 잠재적 시장 규모가 40억 명의 가입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실

제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저소득가구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IAIS 역시 2007

년에 개발도상국에서 포용적인 금융시스템(Inclusive financial systems)을 개발하는 데 

있어, 미소보험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미소보험의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IAIS는 보험감독자들이 미소보험개발을 위해 정책과 법적 규제의 

방향 및 보험자의 역량구축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NAIC(2021)9)는 미소보험이 기후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보험이 기후 위험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기후 위험에 처한 개인들로 하여

금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허리케인 Marina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한 손실의 60%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세계

7) 이후에도 가입자 수가 아닌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미소보험이 단체

보험의 형태로도 많이 공급되기 때문임

8) 락다운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은 인도의 데이터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인도의 데이터를 제외한 27개국을 대상으

로 할 경우 194개의 보험자가 4천 1백만 명~1억 2백만 명의 가입자에게 미소보험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며 이는 타겟인구의 약 3~7%를 차지하는 수치로 나타남

9) https://content.naic.org/cipr_topics/topic_microinsur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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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World Bank 2014)1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재정적 손

실은 가장 취약한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11) 이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한

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는 재난 및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

소보험을 허가한 첫 번째 미국 관할권이 되었다. NAIC의 Climate Risk and Resilience(C) 

Working Group은 이 분야의 발전을 추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은 대형 재

난 이후 보험 침투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보험 침투율이 높은 국가에 비해 경제생산 감소

가 더 크고 재정적 손실 역시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소보험을 통해 

보험시장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의 이전과 보호의 격차 감소를 통한 후생손실

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포용적 보험을 제공한다는 점, 기후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의해 

최근 미소보험은 ESG 경영과도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이 저소득층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보험 본연의 역할 수행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ESG 경

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보험자

로 하여금 신흥국 시장을 선점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팬데믹을 계기로 증가한 재난에 대한 저소득계층의 보호 격차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미소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는바,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소보험을 개괄하고

자 시도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러 나라의 미소보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미소보험

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

행된다. 다음 장에서 국가별 시장 규모 및 전망과 미소보험상품의 상품별 특성 및 국내 미

소보험시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미소보험시장의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수요를 지적하고 있는바 3장에서는 미소보험의 수요가 낮은 원인에 초점

을 맞추어 기술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미소보험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

할을 살펴보기로 하고, 5장의 결론에서는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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