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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소보험 현황

최초로 미소보험을 공급한 민간 회사는 AIG로 알려져 있으며 1997년 우간다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스위스 리, 뮌헨 리, 알리안츠, 취리히 등의 다른 대형 보험회사들이 합류

하여 미소보험의 판매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 초에 ESG와 관련, 보험자들이 블루 마

블 미소보험 그룹이라는 컨소시엄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실제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험 보호를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

되었다. 해당 컨소시엄은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spen Insurance Holdings, 

Assa, Axa, Hamilton Insurance Group, Old Mutual plc, Transatlantic Reinsurance 

Co, Zurich Insurance Gro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이들은 2016년 10월 짐바브웨

에서 영세농민들에게 가뭄 또는 과도한 강우량에 대비한 저렴한 보험료의 농작물 보험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토양, 작물, 종자, 농업 관행에 적합한 맞춤형 지수보험을 

미소보험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네스프레소와의 협업을 통해 콜롬비아 커

피 농가를 위한 Cafe Seguro라는 날씨지수 미소보험을 제공한 바 있다. 2021년 8월부터

는 현지 보험회사인 Asia Insurance 및 파키스탄 소재 영세농민 대출에 특화된 미소금융

기관인 Reap Agro와 제휴하여 파키스탄의 시골지역 영세농민들을 위한 날씨지수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때 미소금융기관은 고객을 발굴하는 동시에 농부들에게 비료, 종

자, 농약 및 농산물 수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블루마블은 해당 국가의 보

험회사와 협력하여 신흥시장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미소보험

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형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을 공략하고 있

어 미소보험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 보험시장의 성장 전망이 제한적인 상황인 것과는 달리 신흥국 보험시장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2) 실제 개발도상국에 있어 보험료의 

성장이 선진국의 성장을 앞지르고 있다. 스위스 리는 신흥 시장을 동아시아, 라틴아메리

카와 카리브해, 중유럽과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이스라엘 제외), 중앙아시아, 터키의 국

12)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역시 시장의 성숙도가 높고 포

화상태에 이르렀음이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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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구분한다. 스위스 리(2021)의 시그마(Sigma)13)에 따르면 세계보험시장에서 신흥국

의 보험료 수입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 2020년 0.8% 성장하였다. 다만 이 성장의 대부분은 

중국의 보험료 수입이 3.6% 성장한 덕분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을 제외할 경우 신흥국은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선진국 시장은 2020년 보험료 수입이 1.8%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신흥국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과거(2010~2019년) 

10년간의 보험료 수입 성장률에 있어 선진국의 경우 1.8% 성장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신

흥국은 4.1%의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의 보험료 수입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 시장 성장률이 선진국의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

소보험의 공급을 통해 신흥국의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보험자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위

해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먼저 미소보험시장의 지

역별 현황 및 상품 구성과 함께 국내 미소보험시장의 상황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미소

보험시장의 경우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으로, 시

장 잠재력에 비해 다소 부진했던 시장 특성상 통계의 꾸준한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

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는 Microinsurance 

Network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시장 현황을 살펴볼 것이며, 이로 인해 통계 수치에 

다소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지역별 시장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icroinsurance Network의 Landscape 2021에 따르면 30개국14)

에서 약 1억 7천 9백만 명~3억 7천 7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은 8백만 개의 단체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약 9천만 개의 보험계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연구에서 2020년에 발표한 약 1억 6천 2백만 명~2억 5천 3백

만 명에 비해 가입자 수에 있어 최소 10%에서 최대 약 50% 가량 성장했음을 가리킨다.15)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20년의 경우 194개 보험자를 대상으로 589개의 상품 데이터를 수

집한 반면, 2021년의 경우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되어 224개의 보험자를 대상으로 704개

13)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21-03.html

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30개국은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음

15) 한명의 소비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수는 범위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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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품 정보를 수집했다는 데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Landscape 2021은 2020년에 미소보험이 타겟층으로 하고 있는 인구의 약 6~14%가 보험

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9년의 6~10%와 크게 다르지 않

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코스타리카, 우간다 등의 

신규 지역이 연구대상에 포함된 것에 기인해 미소보험시장 자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각 지역 별 해당 지역에서 미소보험에 가입 가능한 목표 인구인 타겟 인구 대비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과, 목표 인구가 미소보험 구입 시 달성 가능한 전체 미소보

험시장 규모 대비16) 현재 미소보험의 시장 규모 비율이 <표 II-1> 에 나타나 있다. 

지역
미소보험의 보호를 

받는 인구 수
(백만 명)

미소보험 타겟 
인구 대비 현재 
보호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

미소보험 시장의 
추정 규모
(십억 달러)

전체 미소보험 
시장 대비 현재 
미소보험 시장 
규모의 비율

(%)

아프리카 17-37 4-9 5.0 11

아시아 147-300 7-15 7.7 4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

14-40 4-12 6.8 4

모든 지역 179-377 6-14 19.4 6

자료: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2021

<표 Ⅱ-1> 2020년 각 지역별 미소보험시장 현황

<표 II-1> 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소보험의 보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잠재 시장 규

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잠재 시장 대비 현재 시장 규모의 비율은 아프리카 지역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소액을 보장하는 보험

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2019년

에 비해 잠재 시장 대비 현재 미소보험시장 규모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17)

16) 이는 한 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1인당 보험료 분포에서 중간값인 중위보험료를 기준으로(Median premium per 

person)으로 계산됨

17) 표 마지막 칼럼(잠재 시장 대비 현재 미소보험시장 규모의 비율)의 2019년 값은 각각 아프리카 4%, 아시아 3%,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9%, 총계 5%로 전체 시장은 잠재시장 대비 1%p 가량 시장 규모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감소한 바 있음. 다만 보고서에서 ‘captured’라고 표현된 것과 같이 이는 

조사에 포착되지 않은 데이터와 비공식 부문의 영향일 수 있으며, 보고서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조사 샘플의 변화

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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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소보험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수가 최소 10% 이상 증가한 것과는 달리 2020년 총

보험료 수입은 2019년의 10억 6천만 달러 대비 약 6.5% 성장한 11억 2,900만 달러를 기록

하는데, 이는 1인당 중위보험료 하락, 환율의 변화(일반적으로 평가 절하), 상대적으로 보

험료가 낮은 건강보험 위주의 상품 구성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보

장금액 축소 및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료가 신용과 연계된 경우 저축과 대출의 감소로 인

한 보험 감액, 보험료 데이터의 부정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0년 기준, 각 미소보험상품의 가입자 수 분포에서 중간값은 7,500명이었고, 총 

수입보험료의 중간값은 약 7만 4천 600달러 수준, 1인당 중위보험료는 9.71달러이다. 

<표 Ⅱ-2> 에서도 나타나있듯이 가입자 수 중간값은 아시아에서 1만 6천 명으로 가장 큰 

수준이나 1인당 중위보험료가 3.8달러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2019년의 8.8달러 

대비 5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icroinsurance Network는 <표 Ⅱ-2>에 대한 

상세 해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 수준과 좀 더 정교한 비교가 필

요하겠으나 아시아 지역의 1인당 중위보험료가 낮아진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의 감소 

폭이 커 보장금액 축소가 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가입자 수 중간값의 증가와 

함께 더 낮은 보험료의 세분화된 보험이 제공됨에 따라 미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해서일 수도 있어 아시아 지역의 미소보험시장이 타 지역에 비해 견조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총 중위보험료 수준은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

모든 지역

2019 2020 변화율 2019 2020 변화율 2019 2020 변화율 2019 2020 변화율

상품 당 보호 대상 
중위수(천 명)

7.7 6 -22% 12.5 16 38% 39.6 5.6 -86% 17.2 7.6 -56%

상품 당 총 수입
보험료 중위수
(천 달러)

72.3 79.5 10% 94 43.7 -54% 760 123 -84% 142 75 -47%

보호 대상 1인당
지불보험료 중위수
(달러)

14 11.6 -17% 8.8 3.8 -57% 18.9 19.8 5% 14 9.71 -31%

자료: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2021

<표 Ⅱ-2> 2019년 2020년 미소보험시장 비교(중위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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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

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감소는 보험료 지불을 어렵게 하

였으며, 대출과 연계된 보험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공급자 역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영업, 콜 센터 운영, 대면 보험 교육 및 보험금 청구 처리 등에 대해 대

안을 찾아야만 했으며, 이는 보험 공급을 위축되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수요와 공급 모

두의 위축으로 인해 Microinsurance Network는 다음 <표 Ⅱ-3>을 통해 2019년과 2020

년 두 해 모두 데이터를 제공한 보험회사의 상품에 한정하여 보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33%(2천 7백만 명), 총 수입보험료는 34%(2억 2백만 달러), 보험 가입계약의 수가 9%(480

만 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Microinsurance Network는 단체보험의 감소로 인

해 보험 보호 대상이 가입계약 수에 비해 더 많이 하락했음을 부연하고 있다. 한편 <표 Ⅱ

-3>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경우 보험계약, 보호 대상 수, 수입보험료 모두에 

있어 감소 폭이 작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

모든 지역

보험 계약 수 -30 -1 -7 -9

보호 대상 수 -68 -19 -19 -33

수입보험료 -37 -9 -43 -34

자료: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2021

<표 Ⅱ-3> 2019년 2020년 미소보험시장 비교 
(단위: %)

2. 미소보험상품

일반적으로 보험자들이 개발도상국에 미소보험을 공급할 때 저비용 생명보험을 시작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MFI18)의 대출과 결합된 생명보험으로 인해 신용생

명보험이 미소보험 공급 초기에 다수 공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액의 생명보험이 미소

18) Microfinance Institution; 미소금융기관으로 주로 대출업무에 특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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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Microinsurance Network와 Katie School of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가 2020년에 공동으로 발간한 Investigating the Social Component of 

Insurers’ Sustainability Practices은 건강보험의 비중 상승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 연구

에 따르면 미소보험상품은 생명, 건강, 농업(농작물 및 가축), 재산, 사고, 자동차보험 등

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중 생명과 건강 관련 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19) 또한 

이 연구와 유사하게 Microinsurance Network의 2021년 보고서 역시 건강보험시장을 가

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지목했다.20)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빠른 성장세가 코

로나19로 인해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의 미소보험상품별 보호 대상자 수와 수입보험료는 <그림 II-1>, <그림 II-2>, <그

림 II-3>, <그림 II-4>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보호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2019

년에 비해 2020년에 약진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종신보험)은 보호 대상자 

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여전히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21)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hospital cash product22)로 불리는 보험상품이 인기가 있는데 이

는 일반적으로 하루 이상 입원할 경우 일종의 상병수당과 같이 입원일 당 정해진 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건강보험시장의 급부상은 원격의료(telemedicine) 서비스와 

함께 성장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는 플랫폼의 발달과 코로나19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

의 뒷받침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슈어테크등이 새로운 미소보험 스

킴(schemes)을 내놓음에 따라 간단한 형태의 건강보험상품의 형태로 보험시장 진입을 시

도하고 있는 것 역시 미소건강보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 117개의 보험자와 20개의 보험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

20) 보호 대상 기준 2019년 5위에 랭크되었던 건강보험이 2020년에는 1위를 기록함. 다만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9년은 생명보험이 1위였으며 2020년은 장례보험이 1위였음

21) Microinsurance Network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2020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건

강보험이 가장 많은 보호 대상자 수를 나타낸 반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생명 보험이 가장 많은 보호 

대상자 수를 나타냄 

22) 팬데믹으로 인해 병실 포화, 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등의 서비스 급부를 제공하기보다는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Hospital cash 상품의 인기가 가속화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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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2019년 미소보험상품별 보호 대상자 수

                                               (백만 명)

자료: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2021

<그림 Ⅱ-2> 2020년 미소보험상품별 보호 대상자 수

                                               (백만 명)

자료: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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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2019년 미소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

                                               (백만 달러)

자료: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2021

<그림 Ⅱ-4> 2020년 미소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

                                               (백만 달러)

자료: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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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23)에 따르면 MFI 5개 중 1개만이 고객에게 건강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ILO는 또

한 코로나 이전에도 치명적인 건강 위험으로 인해 매년 1억 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

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 수치는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MFI가 저렴한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공급에 뒤처지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는 미소보험 제공자의 건강보험 제공이

라는 역할이 중요하며, 건강보험시장의 잠재력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MFI는 전통적으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대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 생명 보험을 제공

해왔으나, 최근 건강 위험 역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미치므로 신용 대출에 건강 상태

에 대한 보험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ILO(2018)는 MFI가 건강위험에 대

한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관리 제도에 대한 접근을 건

강 저축계좌와 결합하거나, 간단한 병원 진료와 결합하는 등 다양한 건강 상품과 서비스

의 결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원격 의료, 건강 교육과 같이 건강을 위한 행동을 장려하

기 위한 보상제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단기적으로 높아진 인식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

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미소 건강보험에 더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과 같은 특정 그룹에 관한 미소보험의 공급 역시 지속적으로 각국의 정책담

당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이집트 등지의 개별 러그 사업자나 방글라데시의 소

규모 경공업 사업자들의 케이스와 같이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정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소액금융사업자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여성에게 대출을 하거나 여성

의 사업 지원을 선호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Duflo, and Banergee 2011). 미소보험 역시 

이러한 여성들과 그 부양가족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

적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보험 당국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등의 보

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나에서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

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널리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

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발되는 비용이 더 높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소상공인의 부

23) Impact Insurance Facility(http://www.impactinsurance.org/about/annual-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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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나의 보험당국은 이들에 대한 보험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클리닉을 설립하고, 클리닉을 통해 소상공인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

여 보험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위험 관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긱경제 등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보험의 개

발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의 상품 분류 및 응답 대상 보험자의 차이 및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미소보험의 개발에 관

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보험료의 

성장 추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한 대출과 저축에 의

존하는 MFI의 경우 비대면 조치 및 거리두기 정책과 같은 정부 방침과 감염예방 노력 등

에 따라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의 감소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이러한 대출에 연계된 신

용생명보험의 보호 대상자 수 및 수입보험료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것

이 코로나19의 영향이라면 이는 일시적일 것이며, 신용생명보험 역시 미소보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미소보험이 그 판

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MFI에 의존하는 것이 감염병

의 대유행과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보험 공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24)

3. 국내 미소보험시장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개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

며 이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

우 최하위 계층에 복지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정의

24) 다음 3장에서도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험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이 보험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MFI를 이용할 경우 가입의향이 더 높아질 수 있음. 이에 따라 MFI 역시 중요한 판매채널

이 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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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계층인 차상위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의료보험 법정 본인

부담액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외계층을 대

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소액대출사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금

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지원하는 방

식으로 상해보험 등의 미소보험계약을 공급하고 있다.25) 과거 미소금융재단(현 서민금융

진흥원)은 휴면보험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상해 등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

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5일부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풍수해보험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26) 또한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은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지자체가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정책도 등

장하고 있다.27)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보험은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명보험에 한정되기는 하나 2021년 생명보험협회의 제16차생명보험성향조사28) 결과에 

따르면 연가구소득 1,200만 원 미만의 보험 가입률은 31%,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의 가구는 53.5%,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사이의 가구는 68.9%로 전체가구가입

률 평균 81%에 비해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인 바 있다. 성향조사 표본 중 이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가 다른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수에 비해 낮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나 해당 성향조사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민영생명보험 가입 건수가 늘어나고 납입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 현황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보험 가입에 있

어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보험 중 하나는 우체국에서 연간보험료 1만 

25)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참여 중임

26)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

험으로 기존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부

담해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위해 시

행령 개정에 따라 최하위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이 됨

27) 성남시에서 메리츠화재를 통해 상해보험을 지원함

28) 보고서 pp. 33~35를 참고함

file:///C:/Users/hjmsn/Downloads/%EC%A0%9C16%EC%B0%A8%20%EC%83%9D%EB%AA%85%

EB%B3%B4%ED%97%98%20%EC%84%B1%ED%96%A5%EC%A1%B0%EC%82%AC%20%EA%B2

%B0%EA%B3%BC(%EC%B5%9C%EC%A2%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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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제공하는 공익형상해보험29)이 있다. 실제 연간보험료를 납입하고 1년 또는 3년 만

기의 상해보험을 제공받는 조건이나 정부 및 지자체가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 외의 보험료

를 보조하고, 개인은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에 전액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의 부

담은 사실상 없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의 형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업들은 공적복지의 연장이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공익사업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시장중심으로 민영보험자가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형태의 보험 공급은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하며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점

이 있다. 실제 2015년 저소득층을 위한 실버보험으로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

자에 대해 1년치 보장성보험료를 보장하는 사업 등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보험회사들의 

사회공헌 차원의 사업으로 단발성 사업에 그친 바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범위가 플랫폼 

노동자, 1인가구 청년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

할 미소보험상품이 필요한데도 대부분의 공익목적 보험사업 역시 건강 및 상해에 집중되

어 있어 해외의 미소보험상품들에 비해 상품 구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29) 만원의 행복 보험으로 사망, 입원 및 수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