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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소보험 수요에 관한 기존 연구

Mossin(1968)의 연구에 따르면 기대효용이론하에서 공정한 보험료하에서 개인은 언제나 

전부 보험을 구매하고자 한다. 또한 Schlesinger(2013)는 위험회피도(Risk aversion)가 높

아질수록 더 많은 보험을 산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또한 Sandmo(1971)와 

Seog(2006)의 연구는 위험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을 줄일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i) 보조 등을 통해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ii) 보험을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경우 생산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미소보험의 수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는 보험의 수요와 위험회피성향이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히 엇갈리는 방향

을 제시한다. 물론 Cai et al.(2015)와 Mobarak, and Rosenzwig(2012)와 같이 기존의 이

론모형을 지지하는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이 중 Cai et al.(2015)는 중국에서 돼지 사육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 결과 돼지 사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음을 관찰한 바 있다. Mobarak, 

and Rosenzwig(2012)은 몬순(Monsoon) 기후하에서 보험에 대한 보조가 주어진 후 더 위

험한 벼30)의 파종을 시도한다는 증거를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Churchill(2002)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개인들의 위험회피도가 부유

한 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간주됨에도 불구하고31) 실제 보험 수요는 소득과 뚜

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문에서 살펴볼 다수의 

결과는 보험 수요와 위험회피도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거나, 심지어 보험 

수요와 위험회피성향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연구들이 다

수 존재한다. Outreville(2011)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GDP와 보험침투율

(Insurance penetration)은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아닌 S자 형태의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조로 인해 보험료가 계리적으로 유리해지면

(actuarially favorable premium) 위험중립적인 개인도 보험을 구매하므로 위험회피적인 

30) 이들은 가나에서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랜덤하게 현금 보조와 보험료가 할인된 보험을 제공한 결과, 현금보조

와 보험 모두가 경작에 관한 투자를 증가시켰음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보험료가 할인된 보험의 제공이 현금보조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한 바 있음 

31) 물론 Cardenas, and Carpenter(2008)의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성향이 선진국의 개인들

(특히 부유층)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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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당연히 전부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Cole et al.(2013)과 Karlan et 

al.(2014)32)등의 연구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 등에 의해 보험료에 (심지어) 높은 수준의 보

조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소보험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들의 연구는 직접적인 현금보조보다 보험이 좀 더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등 다소 모순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소보험을 이미 구입한 개인에 대해서도 

그 갱신율(Renewal)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Jutting(2003)은 미소보험의 낮은 수요가 최

소 10%에서 최대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낮은 갱신율에 의해 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ole et al.(2013)은 가뭄의 피해가 큰 인도의 두 

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에게 강우량 보험을 권유하였으나, 약 20%의 농민만이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 가입자들의 대다수는 가뭄이 발생할 경우 자

신이 입은 손실의 약 2~3퍼센트만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보험료가 낮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Platteau, and Ugarte(2016) 역시 인도에서 미소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한 결과 보험 가입률 자체가 매우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약 1/3만이 계약을 갱신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미소보험시장의 부진은 공급자의 소극적 태도와 낮은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로 연

결되는 낮은 수요로 크게 그 원인을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장의 현황에서 살

펴볼 수 있듯이 최근 ESG 경영과 결합하여 대형 보험자들이 미소보험시장 진출에 적극적

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소보험은 저소득층이라는 가입자 

특성 외에 보험상품의 디자인 및 운용방식은 기존의 보험과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대부

분의 기존 연구들이 미소보험시장의 부진 요인으로 낮은 수요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

라 3장에서는 먼저 미소보험 수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을 살펴본다. 특

히 Outreville(2013) 및 Eling et al.(2014)의 연구는 보험료와 부의 수준이라는 경제적 요

인, 위험회피성향, 보험계약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 신뢰와 동료 효과, 지역 및 금융이해

도라는 문화적 요인,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보험상품의 질 및 위험 노출도 라는 구조적 

요인, 나이와 성별이라는 인구적 요인의 4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연구를 중심으

로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미소보험의 낮은 수요를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실증연구에 초

32) 이들은 가나에서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랜덤하게 현금 보조와 보험료가 할인된 보험을 제공한 결과, 현금보조

와 보험 모두가 경작에 관한 투자를 증가시켰음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보험료가 할인된 보험의 제공이 현금보조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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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론연구도 함께 살펴보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수요 측면의 영향 요인

가. 위험에 대한 태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대효용이론하에서 보험료가 계리적으로 공정하거나 유리한 경

우 위험회피성향은 보험 수요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 Gine, and Yang(2009), Giesbert et al.(2011), 

Kouame, and Komenan(2012), Cole et al.(2013)는 이러한 이론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위

험회피성향과 개인의 보험 수요가 매우 강한 수준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보인 바 있다. 

이 중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과 Cole et al.(2013)의 연구는 위험회피적인 

개인의 날씨에 관련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특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일종의 퍼즐로 

지목하고 있다.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는 소득의 변동과 보험금 지급 사이

의 베이시스 리스크가 커질수록 보험 수요가 낮아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Cole et 

al.(2013)은 인도의 두 개 주에서 강우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언

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10%의 가구만이 강우량에 관한 보험을 구입했음을 보여준

다. 특히 이러한 가구들은 오직 한 가지의 보험만을 구입했으며 저자들은 이것이 가구의 

농업소득이 처한 위험 중 약 2~5%만을 헷지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등, 보험에 

관한 수요가 매우 낮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낮은 수요를 설명하기 위

해 일종의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론을 도입하거나, 외생적인 제약을 추가하고 

있다.33) 

Gine, and Yang(2009) 역시 말라위에서 강우량과 같은 생산 위험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

는 경우 농부들이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무작위 현장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강우량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일부 

33) Cole et al.(2013)은 날씨 관련 파생상품의 수요가 왜 낮은지를 설명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이해(financial 

literacy),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lack of trust), 상품 마케팅의 부족, 신용 제약(credit constraint), 베이시스 

리스크와 보험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요인들은 이하 절을 달리하여 설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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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완전히 면제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농부의 비율이 보험 가입

조건 없이 대출을 받은 농부의 비율에 비해 13%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수요의 한 원인으로 보험이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는 베이시스 리스크

(basis risk)가 지목되었다. 손실 발생에 대한 검증 비용이 높고, 보험 가입금액은 상대적

으로 작은 개발도상국(특히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과 같은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수보험계약(Index insurance)이 미소보험의 형태로 선호

된 바 있다. 특히 농작물 보험에 있어 보상의 기준으로 실제 손실보다는 강우량과 같은 객

관적인 날씨 지수(index)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수가 실제 손실과 일치하

지 않는 베이시스 리스크의 존재로 인해 보험상품 그 자체가 위험을 지닌 상품이 된다는 

것이다.34)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적인 개인에게 보험상품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

을 수 있으며, 기대효용이론하에서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 수요가 낮아지는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다. 

Chantarat et al.(2009)는 케냐 지역에서 서베이와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을 통해 지

수 베이스의 가축보험(Index Based Livestock Insurance; IBLI)35)의 수요와 지불용의

(willingness to pay)를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목축업자들의 보험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부

의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난할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아 가격탄력성

이 낮을 것이라는 추론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Chantarat et al.(2009)은 지수 베이

스의 가축보험에 대한 지불용의는 베이시스 리스크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

히며, 위험회피적인 개인에 대해 베이시스 리스크가 기대효용이론하에서 개인의 보험 수

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larke(2016) 역시 날씨 관련 보험상품이 베이시스 리스크로 인해 일종의 파생상품의 형

태로 농부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날씨에 관련한 지수보험에서 보

상이 순손실과 불완전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

수보험의 구입은 나쁜 상황에서의 부(wealth)를 더 줄이거나, 최선의 상황에서의 부를 더 

늘리기도 한다. 즉,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손실이 

34) 일반적으로 날씨 지수 관련 보험들이 농부들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 등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 이는 기상관측소가 해당지역으로부터 멀리 있거나 제대로 가뭄 등을 탐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서 기인함

35) 이때 위험하다는 것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소출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강수량과 같은 기후요인에 더 민감하여 소출

의 변동폭이 큰 종자의 파종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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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베이시스 리스

크로 인해 Rothschild, and Stiglitz(197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순 부의 위축(contraction 

of net worth in the sense of Rothschild and Stiglitz)36)이 일어나고, 이는 기대효용이론

하에서 더 위험회피적인 개인의 보험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외에도 Giesbert et al.(2011)의 연구는 가나에서 더 위험회피적인 개인일수록 종신보

험에 대한 수요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웃에 

비해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일수록 오히려 더 적은 보험을 구입했다. 다만 이 연구에

서는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들이 종신보험의 약관과 보장내용을 정확히 이

해하지 못하여 이를 위험관리 수단이 아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단순히 위험회피성향이 보험 수요와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경제학 문헌에서 가정되는 개인의 위험회피도는 소득(또는 부)의 증

가에 따라 위험회피도가 감소하는(DARA) 형태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위

험회피성향이 고소득계층의 위험회피성향보다 더 높다고 가정된다. 최근 석승훈·홍지민

(2017), 홍지민(2020) 및 Seog, and Hong(2022)의 연구는 기존의 보험 수요 이론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더 낮은 소득이나 더 높은 위험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이 더 많은 

보험을 산다는 이론적 결론은 보편적인 결과가 아니라, 상태 간의 한계효용 균등화를 통

해 소비의 상태 간 균등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존의 단순한 모형

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보험의 구입은 장기에 

걸친 의사결정이며 보험료를 내는 시점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즉,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상태 간 소비 균등화뿐만 아니라 시점 간 소비 균등화 역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의 장기모형에서는 위험회피도와 상관없이 

미래의 소득 증가가 보험 구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의 연구는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라 할지라도 개인이 장기모형에서는 항상 전부 보험

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특히 Seog, and Hong(2022)의 연구는 저축

과 같은 자본시장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회피도의 증가는 항상 보험 수요

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모형의 예측과 실

증모형의 결과 사이의 괴리가 이론모형의 가정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36) 위험이 평균보유확산의 형태로 증가(mean preserving spread increase in risk)함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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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시에 자본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위험회피성향과 보험 수

요사이의 관계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한다.

나. 보험자에 대한 신뢰

Doherty, and Schelinger(1990)은 보험자가 파산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험상품이 더 이

상 안전하지 않으며,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하에서도 전부 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최적

이 아님을 이론적으로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 자체가 위험한 상품이 되고 이에 따라 수요가 낮을 수 있다

는 점과 유사하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제때(또는 전부) 지급하리라는 점에 대한 신뢰

가 부족할 경우 역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Dercon, Gunning, and Zeitlin(2011) 역시 위험회피성향과 보험 수요 사이에 음의 상관

관계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임을 들고 있다. 이들의 연

구는 보험자에 대한 신뢰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험선호자(risk-loving)에 대해 미세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는 보험 수요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위험회피적인 개인에 대해서

는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 역시 위험회피성향과 보험 수요 간 

음의 상관관계는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보험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소금융기관과 과거 거래 이력이 있는 가구에서는 위험회피적일수록 더 

많은 보험을 구입한 반면, 과거 거래 이력이 없는 가구에서는 위험회피적일수록 더 적은 

보험을 구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보험 판매자와 친 함이 낮은 가구에게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게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37)

Basaza et al.(2008)은 우간다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금융기관

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을 지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자녀학비 지급, 대출, 주

민 집짓기 등의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을 횡령하고 사라진 여러 단체들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았고, 이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37) 한편 이들은 가구의 부(wealth)가 증가할수록 보험 수요가 높아졌으며,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개인들의 경우 낮

은 보험 수요를 나타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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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약속 역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

적인 경험으로 인한 낮은 신뢰를 극복하고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는 점을 기술한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이 보험구입에도 영향을 미

쳤음을 의미한다. 

Cole et al.(2013)은 교육과 보험자에 신뢰 효과가 결합되어 있는 실험을 통해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증가가 보험 수요를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보험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가 믿을만한 지역 에이전트38)에 의해 추천되는 경우 보

험 수요가 약 36%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Cai et al.(2015)는 정부가 후원하는 

가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시 개인의 보험 가입의향 증가는 신뢰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다른 정부 후원 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은 개인들의 보험에 대한 더 높은 수요를 나타낸 바 있다. 

보험자에 대한 신뢰는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친구 및 동료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보험자에 대한 신뢰도 낮게 나타났다. 

Dercon et al.(2011)의 연구는 낮은 상호 신뢰가(interpersonal trust) 보험 수요에 악영향

을 미쳤음을 기술하고 있다. Patt et al.(2009)의 연구는 ‘신뢰게임’을 통해 역시 유사한 결

과를 확인하고 있다. Platteau, and Ugarte(2016)의 연구 역시 상호부조그룹의 일원일수

록 건강보험에서 더 높은 가입률 및 갱신율을 나타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호부조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부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ole et al.(2013)은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이 단순 계산 문제에서 60% 정도의 정답

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낮은 금융이해도 및 수리감각으로 인해 보험상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보험의 수요를 

보험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게 하여 보험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모호성 회피성향

Ellsberg(1961)에 따르면 모호성 회피성향이란, 개인이 기댓값이 같더라도 확률분포에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리

38) Basix라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설립된 미소금융기관의 직원과 보험설계사가 동행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단독

으로 방문하여 보험을 권유한 경우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크게 높아졌음을 발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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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모호성 회피적인 개인의 선호를 표현하기 위해 Gilboa, and Schmeidler(1989)의 

Maxmin expected utility model, Kibanoff et al.(2005)의 Smooth model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 연구 중 홍지민(2018)의 연구 역시 Smooth 

model에 기반하여 모호성 회피성향이 항상 위험회피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호성 회피성향은 확률지배와 같은 특정 조건하에서 개인으로 하

여금 모호성 중립적인 개인에 비해 더 낮은 (또는 더 높은) 보험 수요를 나타나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함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일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모호성 회피성

향의 증가는 보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성 회피성향이 저소득계층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고 있

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Bryan(2019)과 Elabed, and Carter(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들의 연구 역시 앞선 연구들과 같이 지수보험의 낮은 수요를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데, 이들의 문제의식은 지수보험이 손실을 전부 보상하지 않더라도 계리적으로 공정한 요

율의 보험은 항상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기대효용이론관점이 지수보험에 대한 수

요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Bryan(2019)은 Maxmin expected utility에 기반하여, 모호성 회피적인 농부들이 미래 수

확에 대한 주관적인 분포(belief)를 가지고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분포에 따

라 효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들은 소출과 기준 지수로 사용되는 강우량

의 상관관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손실의 일부만을 보장하는 농작물 보험은 모호성 회피적

인 농부들로 하여금 새로운 작물(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모호성 중립적인 농부들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론모형 및 Gine, and Yang(2009)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명한 바 있다. 이는 새

로운 작물을 선택하는 것에 상당한 모호성이 수반되므로, 보험이 이러한 작물 재배를 장

려하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의 차이는 더 위험 회피

적이고, 새로운 작물에 대한 경험이 가장 적은 농부들에게 더 클 것임을 주장한다. 한편 

이들은 보험이 대출계약에 내재된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때 대출계약의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39)이 모호성 회피적인 농부들로 하여금 모호성 중립적인 농부들에 비해 

새로운 작물의 도입을 꺼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출 미상환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고, 대출자가 불이익을 주는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농부들은 소

39) Gine, and Yang(2009) 역시 이러한 결과가 대출상환에 관한 유한책임조항이 농부들에게 암묵적인 보험을 제공

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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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최악의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보

험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작물의 재배를 시도하였다

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소출의 수준이 낮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작물 재배 경험이 증가할수록 모호성 회피적인 농부와 

모호성 중립적인 농부 간의 행동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음 역시 실험을 통해 보인 바 있다. 

Elabed, and Cater(2015)는 지수보험이 두 개의 확률변수가 결합된 복합 복권(Compound 

lottery)임을 지적한다. 개인은 손실을 겪을 수 있는 위험 외에도 보험의 보상 기준이 되는 

지수가 개인의 손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labed, and 

Cater(2015)는 개인이 베이시스 리스크에 대한 분포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모호성을 회피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고, Kibanoff et al.(2005)의 Smooth model하

에서 지수보험의 수요가 기대효용이론하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음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인도 말리(Mali) 지방에서 면화를 재배하는 농부들에 대한 현장실험을 통해 위험회피 및 

위험회피와 모호성회피가 결합된 복합위험회피계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 실험대상의 

60%에 달하는 농부가 복합위험회피자였으며, 복합위험회피로 인해 지수보험의 잠재적 

수요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음을 보였다. 

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미소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정도는 언제나 보험산업에 있어 도

전적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보험은 예금상품에 비해 달리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확률적이며 직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Kunreuther et al.(2013)에 따르면 미국에서조차 보험상품이 

단기의 투자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Kunreuther et al.(2013)는 

소비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가 낭비되었다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들이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기 원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Platteau(1997)는 상호부조와 같은 비공식적 위

험공유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전통적 공동체에서 개인들이 상호 보험(Mutual insurance)의 

개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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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균형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40)을 원하며, 지속적으로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반복적인 기여만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그룹을 탈퇴하기를 원하며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기

를 원한다. 심지어 해당 그룹을 탈퇴할 때 그동안의 기여분의 상환을 요청하게 된다. 

Poor Economics의 저자인 Duflo, and Banergee(2011) 역시 저소득계층의 낮은 보험 수

요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한가지로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돌려받기를 원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인도의 소액금융기관인 SKS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Swayam Shakti라는 건강보험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 보험 가입자에게 사전 약정 질병에 

대해 협력관계에 있는 병원에서의 무상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비는 SKS에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SKS는 대출자 모두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대출

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대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에 이르러 SKS는 의무가

입정책을 포기하게 된다.41) 이때 왜 보험 가입을 거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출자들의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했

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Platteau, and Ugarte(2016) 역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

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된 개인들의 경우 낮은 계약 갱신율을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보험이 리스크의 풀링에 의한 ‘행복한 개인과 불운한 개인 간의 재분배’라는 점을 정

확히 이해하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초과하더라

도 기꺼이 보험계약을 갱신하고자 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은 

수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간다에서 보험상품이 보

험이 아닌 예금과 같은 형태로 이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은 다음 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한 

Basaza et al.(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Qingyin Cai et al.(2021)의 연구 역시 중국

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과거 양돈보험의 경험이 양돈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반론 역시 존재한다. Cole et al.(2013)는 보험에 대해 정확

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기온을 지표로 하는 가상의 보험상품

에 대해 주요 약관을 읽어준 후 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여러 개의 

40) 지불한 보험료(또는 노동 기여)를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41) 선택가입으로 전환하자 소수 높은 건강위험을 지닌 대출자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

생하였고,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인해 SKS는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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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예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을 확인한 결

과, 응답자의 75% 이상이 언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했음을 발

견했다. 이는 단순히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낮은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Platteau, and Ugarte(2016)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보험자에 대한 신뢰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심지어 이들 둘을 분리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att et al.(2009)의 연구 역시 농부들에게 지수보험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운 결과 보험자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변수와 

결합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금융이해도42) 

금융이해도/력(또는 금융문해력; Financial literacy)을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연구

들의 경우, 금융이해도가 높을수록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변혜원·이해랑(2015)에 따르면 금융이해도란 생애에 걸친 재무안정을 

위해 자신의 재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금융이해도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헌

은 매우 방대하다.43) 그러나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갖추는 것이 보험 수요에 미치

는 영향 역시 혼재된 결과를 나타낸다. 실제 금융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지수

보험과 같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더 간단한 

건강보험의 수요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교육 프로그램들

이 접근방식과 교육 강도 등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Cai et al.(2015)은 중국 농촌 지역에서 금융교육을 통해 날씨 보험에 대한 수요를 개선할 

수 있음을 네트워크 효과 분석을 통해 발견한 바 있다. Song(2020) 역시 중국에서 교육을 

통해 복리개념을 이해한 농촌의 개인 그룹은 복리 개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더 높은 연금기여율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연금의 경우 정부가 개인의 기여금

42)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학교 교육 기간 및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으로 나누어서 살

펴봄. 이에 따라 금융이해도에서의 교육은 복리 개념에 관한 설명과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 등과 같은 금융 상품에 

관한 교육을 가리키며,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 고등교육을 받았는지의 유무 등과 같은 요인을 가리킴

43) Lusardi, and Mitchel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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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매칭하여 기여금을 분담하고 있어 일종의 보조가 일어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교육을 받은 그룹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약 40% 가량 높은 기여금을 납부

했다는 점은 보조가 일어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교육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의미

한다. Gaurav, Cole, and Tobacman(2011)의 연구 역시 개인의 재무관리 및 강우량보험

에 대한 모의실험결과를 수반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강우량 보험에 대한 수요가 8%에

서 16%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교육의 효과는 아주 낮은 금융이

해력을 가진 개인에게서만 나타났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으며, 강우량 보험이 지수 트리거

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시연하는 것은 보험 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보험에 대한 이해 측면과 연계하여 단순히 

보험상품과 금융에 대한 낮은 이해력만이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닐 수 있

음을 설명한다. 또한 Cole et al.(2013)은 인도의 농촌지역에서 단기 교육이 강우량 보험

에 대한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융 상품

에 대한 인식 수준을 테스트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통제하였는데, 금융이해도 자

체는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금융교육을 통해 확

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과 보험 수요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연하고 있다. 또한 Gine, Karlan, and Ngatia(2013)의 연구는 금융이해도를 높이

기 위한 교육적 내용을 담은 만화를 마을에 배포한 결과, 수요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는 이

러한 만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배포된 이후 나타났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금융이해도는 건강보험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onan et al.(2012)

는 3시간에 걸친 전반적인 재무관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이 건강보험의 수요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들이 지나치게 피상적이거나 

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Schultx, Metcalfe, and Gray(2013) 역시 수

준과 강도가 다른 여러 개의 교육과정 모듈이 보험 수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으나, 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Dercon, Gunning, and Zeitlin(2011)의 연구는 스터

디 모임을 구성하여 보험에 관한 설명이 씌어진 자료들을 토론하게 하는 정기 모임을 갖게 

하였으나 이러한 참여 교육 역시 건강보험의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서로 다른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실험참가자의 자각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Patt, Suarez, and Hess(2010)은 게임상황을 통해 보험상품을 교육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

식의 금융교육에 비해 더 나은 이해도를 가져오지는 못한 반면, 게임을 통해 교육받은 응

답자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받은 응답자들에 비해 보험이 더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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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발견하였다. Panda, Chakraborty, and Dror(2015)는 명시적으로 서로 다른 교육방

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보물단지(Treasure-pot)44)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가장 성공적인 

교육 방식이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금융에 대한 지식의 향상이 보험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

음을 지적한다. 또한 간단한 건강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해도 

자체가 낮은 수요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

육 방식 자체가 보험의 컨셉과 로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오지 못하는 방식이었

음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교육 방식 중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교육해

야 함을 가리키는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금융교육이 특정 상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

하는 것에 방점이 두어져 있는지, 전반적인 보험의 컨셉을 이해하는 데에 방점이 두어져 

있는지에 따라 교육의 효과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 교육

Giesbert, Steiner, and Bendig(2011), Gine, and Yang(2009), Jehu-Appiah et al.(2012), 

Schneider, and Diop(2004) 등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들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기

간이 길수록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더 많이 교육

받은 사람일수록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보험을 구입

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보험 수요에 있어 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의 증진이 보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Giesbert et al.(2011)은 교육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

를 높여 보험 수요를 자극할 것이긴 하나, 금융이해도를 통제할 경우 교육이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

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 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

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Platteau, and Ugarte(2016)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 교

육이 보험의 갱신에 비단조적인(non-monotonic)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학

교 교육의 기간은 첫해의 갱신율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기간이 충분한 수준

44) 게임 참여자들이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풀링하는 게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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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할 때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더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보험상품

이 보상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더 많이 좌절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 갱신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낮아진 거

래비용의 효과가 보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한 효과를 상회하므로 교육이 보험 수요에 

비단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 수준이 보험

의 수요(단기)와 갱신(장기)에 있어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교육 수준을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나 금융이해도를 대리하는 변

수로(proxy)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Platteau, and Ugarte(2016)은 

교육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Gaurav, 

Cole, and Tobachman(2011) 역시 교육과 금융이해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지적

하고 있다.45) 이러한 결과는 금융과 보험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기도 한다. 

사. 이웃의 영향

앞서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믿을만하다고 평가되는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 보험 수

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본 바 있다. 보험자의 평판을 이웃의 추천 등을 통

해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는 보험 구입 결정에 이웃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Patankar(2011) 및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은 보험을 구입

하는 사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Platteau, and Ugarte(2016)은 

미소보험 프로그램이 소개되기 이전 자활을 위한 그룹(self-help groups)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 가입 및 갱신을 더 많이 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

과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같은 정보의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친구 

및 자활그룹 멤버와 유사한 구매패턴을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Karlan et al.(2014), Cole, Stein, and Tobacman(2014)의 연구는 이웃에 의해 정보가 전

달되며 이는 보험 구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

45) 이들의 연구는 금융 상품에 대한 낮은 인식(low financial awareness)이 강우량 보험을 구입할 가능성을 낮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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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웃이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보험 수요에 강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음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연구와 유사하게 Gine, Karlan, 

and Ngatia(2013)의 연구 역시 금융교육 만화가 마을에 충분히 배포되어 이웃과 공유된 

이후에야 이러한 교육이 보험 수요에 정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

시 이웃을 통한 정보 전달이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Cai, De Janvrym, and Sadoulet(2015)는 실험을 통해 보험 구매의 의사결정이 동료의 영

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보험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을 받거나, 간단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심도있

는 교육과정의 참여자들의 동료들이 더 보험에 많이 가입한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다

만 보험 구매자들 중 동료가 보험에 가입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약 9%에 불과했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험참가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동료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알

려주었다. 이때 사람들은 동료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더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 이러한 실

험의 결과는 첫째, 단기적으로 보험에 관한 정보만큼 동료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역시 

알려지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둘째, 동료의 보험구입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여 본인

의 보험 구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의 연구는 실제 마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보험상

품에 대한 심도 깊은 마케팅을 한 후 해당 보험상품의 정보를 마을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

했으며 그 결과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더 높은 보험 가입률을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

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인정하듯이 마케팅의 ‘심도’ 요인은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Platteau, and Ugarte(2016)의 연구는 보험을 갱신했고 보험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료의 존재는 보험을 갱신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도 높은 동료의 존재가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한편 Dercon, Gunning, and Zeitlin(2011)은 친구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작은 대가

를 제공한 경우 보험 구매에 악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했다. 특히 이 경우 보험 가입률을 

13%에서 6%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전적인 대가의 제공이 동료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동시에 동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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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행동경제학적 관점

기존의 기대효용이론으로는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하에, 심리학적 이

론을 도입한 행동경제학적 관점하에서 낮은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이어져 왔

다. 먼저 위험 회피적인 개인이 실제 손실의 발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전

망(prospect) 및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더 관

심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이론이 등장했다. 그 중 전망 이론(Prospect theory; 

Khaneman, and Tversky 1979), 후회 회피 이론(Regret aversion theory; Looms, and 

Sugden 1982), 손실 회피 이론(Khaneman, and Tversky 1979; Steinl 2011), 핫 핸드 영

향(Hot hand effect theory; Gilovich et al. 1985), 현상유지편향 이론(Status-quo bias 

theory; Cai et al. 2011), 선호의 불연속성(Discontinuity of preferences at certainty; 

Andreoni, and Spenger 2010) 등의 이론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

식들은 위험회피적인 개인들의 보험 수요가 왜 낮은지를 설명하는 데는 새로운 직관을 제

공하지만, 왜 보험에 실망한 개인들이 보험료의 상환을 요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이러

한 요구를 들어주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또한 실제 

그러한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Kahneman, and Tversky(1979)는 개인이 같은 양의 이득보다는 같은 양의 손실로부터 

더 많은 비효용(disutility)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기대효용이론과는 달

리 특정 양의 손실을 피하는 것이 같은 양의 이득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효용을 준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Ganzach, and Kasahi(1995) 보험 마케팅 전략에 있어 손실의 예방

을 위해 보험을 사야 한다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보험을 사야 한다는 것이 보험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Cole et al.(2013)은 보험상품

이 (i) 보험사고의 20%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했다, (ii) 보험사고의 80%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프레이밍(Framing)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손실회피성향은 Kahneman, and Tversky(1979) 및 Tversky, and Kahneman(1992)의 전

망이론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첫째, 효용함수는 준거점(reference 

point)를 기준으로 상대적 손실에 대해 볼록한 반면 상대적 이득에 대해서는 오목하다. 즉 

개인은 손실 구간에서는 위험 선호자로, 이득 구간에서는 위험 회피자로 행동한다. 둘째, 

기대효용을 평가하는 확률분포에 있어 개인은 매우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최악의 사건을 

높은 가중치를 주어 실제 발생 확률보다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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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들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망이론의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은 개인이 극

단적인 손실을 회피하려 하며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을 구입하는 행동46) 과 그 외

의 손실에 대해 마치 위험선호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행동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즉, 개인은 극단적으로 큰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인 것처럼 행동하

고, 작은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선호적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이 전부보

상(full coverage)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극단적인 손실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

한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보험에 대한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를 낮추게끔 작용한

다. Wakker et al.(1997)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람들은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을 1%

의 가능성에 대해 지불용의가 약 20%가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사람들이 보험이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위험을 전부 제거해주기를 기

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실증 연구들은 전망이론과는 달리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Ito, and Kono(2010)

의 경우 개인이 손실 구간에서 위험선호적인 행태를 보이며, 이들은 보험에 대한 낮은 수

요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반면 Dercon, Gunning, and Zeitlin(2011)은 개인이 

손실 구간에서도 여전히 위험회피적인 행태를 보이며, 이득 구간에서는 위험 회피성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Clarke, and Kalani(2011)의 연구는 낮은 보험 수요는 

극단적인 손실 확률에 대한 과대평가가 아닌 과소평가로 더 잘 설명된다는 반론을 제기하

고 있다. 한편 위험을 줄이기보다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성향은 전망이

론 하에서의 손실회피성향뿐만 아니라 모호성 회피성향 등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Looms, and Sugden(1982)의 후회 회피 이론은 개인의 선택 행위에 따른 특정한 결과와 

관련된 기쁨 또는 불쾌감은 선택의 결과뿐만 아니라 대안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에도 의존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ex-post) 개인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면 효용이 증가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사후적으로 

사고를 겪지 않는다면 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이 경우에 겪을 

후회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Thaler(199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후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들을 제한하기 위해 선택을 하

46) 다만 Wakker, Thaler, and Tversky(199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극단적인 손실에 대해서 보험을 구입하려고 

하는 행동은 위험회피성향(효용함수의 오목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극단적인 손실의 발생 확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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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후회 회피 이론은 직관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Platteau, 

and Ugarte(2016)가 설명한 일단 보험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험료가 충분한 보상

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즉,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미래 소비에 비해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정도를 시간선호(time preference)라 할 때 

개인마다 이러한 시간선호정도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이론이 존재한다. 전망이론의 한 요

소로 개인이 하이퍼볼릭 할인(Hyperbolic discounting)율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

인이 비일관적 시간선호(time-inconsistent preference)를 보이며 시간선호가 현재로부

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개인은 미래 소비

에 비해 현재 소비를 극단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보험료는 현재 시점에

서 지불하는 반면 보험금은 미래에 발생하므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양의 

할인율을 가진 위험 중립적인 개인은 보험을 구입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이때 개인이 하

이퍼볼릭 할인율을 갖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해진다. 실제 Bauer, 

Chytilová, and Morduch(2012)는 비일관적 시간선호를 가진 개인일수록 미소금융기관

에서의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일관적 시간선호를 가진 개인

은 저축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제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에 대한 수

요가 높다는 것이다. 저축에 보험을 대입한다면 비일관적 시간선호가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anerjee, and Duflo(2011)은 비일관적 시간선호

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보험금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현재의 

보험료 지급에 비해 크게 할인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불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

상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일관적 시간선호는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개인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

유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비일관적 시간선호를 자제력의 부

족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러한 개인들은 스스로를 제약하는 도구(commitment device)로 

보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Ito, and Kono(2010)는 하이퍼볼릭 선호를 

가진 소규모의 개인에 대해 보험 수요를 추정한 결과, 이러한 선호를 가진 개인이 보험을 

더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Ito, and Kono(2010)은 하이퍼볼릭 선호를 

가진 개인들은 그들이 불확실한 건강 상태를 위한 지출을 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

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을 구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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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Bock, and Gelade(2012)에 따르면 핫-핸드 이론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지 정도가 

과거 사고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다만 이러한 이론 역시 과거 사고

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과거의 사고는 인식

의 변화를 통해 개인을 위험에 더 민감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고에 대해서도 발

생 확률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반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독립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새

로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보험 수요 역시 달라질 수 있

는 것이다. 실제 Cole et al.(2014)와 Stein(2018)의 연구는 날씨로 인한 재난의 경험이 날

씨에 관련된 보험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시

하고 있다. Turner et al.(2014)47)의 연구는 2010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던 대규모의 홍

수 이후로 홍수로 인한 손실 경험이 보험 구입 의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

과 홍수의 심도 및 홍수 후에 있었던 정부 및 NGO들의 구호 등을 통제하더라도 개인적 

손실 경험이 보험 구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타인의 손실을 관찰한 것 역시 보험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반면 Cai, and Song(2013)은 보험 구입에 관한 게임을 반

복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가상의 충격이 실제 보험 수요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실제로 역효과를 경험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상유지편향 역시 핫핸드 이론과 결합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 사고 확률 추

정에 있어 편향을 발생시켜 보험 수요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Galarza, and 

Carter(2011)의 연구는 인도에서 농부들의 판단편향으로 인해 보험의 구매정도가 달라진

다는 점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농부들 중 한명이 연달아 여러번 손해를 볼 때 불운을 

겪은 이는 다음 수확 시즌에서 그가 다시 불운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

이 있었다. 즉 이들은 불운의 자기상관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많은 충격을 겪은 농부들일수록 더 위험한 작물의 재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Stein(2014)와 Cole et al.(2014)는 날씨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경

험했다는 것이 보험의 갱신이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역시 과거의 위험에 대한 경험이 항상 사람들에게 유사한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술한다. 

47) 이들의 연구는 특이하게 보험이 비이슬람적이라는 믿음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음 



Ⅲ. 미소보험 수요에 관한 기존 연구 37

마지막으로 Andreoni, and Spenger(2010, 2012)에 의해 지적된 선호의 불연속성은 개인

의 선호가 확실한 결과와 불확실한 결과 사이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개인은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한 선호를 나타내는 반면, 불확

실한 결과들 사이에 대해서는 무차별한 선호를 나타내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기댓값을 갖는 사건에 대해 발생확률이 1%이거나 2%인 경우에 대해서는 무차

별한 선호를 나타내는 반면,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경우에 비해 

더 강한 선호를 갖는다면 이는 기대효용이론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호를 나타낸다. 

Serfilippi, Carter, and Guirkinger(2015)는 이러한 불연속적인 개인의 선호가 어떻게 보

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들은 보험료는 항상(확실하게) 지불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은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하여 지급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의 목화를 재배하는 571명의 농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만약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지불

해야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불확실한 프레이밍 및 보

험료는 보험사고의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보험계약 특성하에

서, 불연속적인 선호를 가진 개인의 경우 전자에 대해 더 높은 지불용의를 나타냈다는 점

을 지적했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불연속적인 선호를 가진 개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언제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확실성의 프레이밍을 좋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된 보험자에 대한 낮은 신뢰와 높

은 수준의 베이시스 리스크가 불연속적인 선호를 가진 개인에 대해 더 낮은 보험 수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은 전통적인 기대효용이론하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설명하

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주의의 환기 및 근거 등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귀납적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대효용이론 틀하에서 설명하고자 하

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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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측면의 영향 요인

가. 높은 보험료

일반적으로 미소보험을 제외하더라도,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지

적되는 요인 중 하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미소보험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욱 심화되는데 저소득계층이 감당하기에 역시 보험료가 너무 높아 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

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 수요가 높지 않은 저개발지역의 경우 보험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감당해야 할 거래비용이 높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책정되는 보험료가 저소득계층에겐 높

은 수준일 수 있다. 

Clarke(2011)의 연구 역시 보조가 없는 지수보험의 경우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임을 지적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들이 지수보험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고

자 시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Cole et al.(2013)은 인도에서의 강우량 보험에 대한 가격탄

력성을 1.04에서 1.16으로 추정한 바 있다. Mobarak, and Rosenzweig(2012) 역시 인도

에서 농작물 지수보험에 대해 4,667가구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약 0.44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Karlan et al.(2014)의 경우 가나에서 유사한 농작물 지수보험에 대해 

502가구에 대해 실험을 통해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약 0.44 정도의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Dercon et al.(2012) 역시 건강보험에 있어 가격탄력성이 약 0.6임을 추정한 바 

있다. 

낮은 보험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

재한다. Karlan et al.(2012), Duflo, and Banergee(2011) 및 Cole et al.(2013)의 연구들

은 저소득계층의 보험 수요를 높이기 위해 미소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O’Donoghue(2014)는 미국의 경우 1997년에서 2002년 사

이 농작물 보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더 많은 농부들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인 근거는 대부분의 다른 정상재(normal good)와 마찬가지로 보험 

역시 보험료와 수요가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보험

은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라(특히 부에 대해 감소하는 위험회피성향을 가질 경우) 기

펜재일 수도 있다. 또한 Mossin(1976)의 연구는 위험회피적인 개인은 계리적으로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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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제시될 경우 전부 보험을 구입해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에 의해 

보험료가 계리적으로 유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낮은 보험 가입률을 

설명하지 못한다. 앞서 양의 가격탄력성을 추정치로 제시한 Cole et al.(2013) 및 Karlan 

et al.(2014) 등의 연구에서도 보험료가 계리적으로 공정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

구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50% 아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ornton et al.(2010) 

및 Bonan et al.(2012)의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해 초기 상당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이 약 30%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aurav et al.(2011)의 경우 만약 강우량 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

게 될 경우 납입 보험료를 모두 반환할 것을 약정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 보험 수요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Thornton et al.(2010)은 Nicaragua에서 건강보험에서 무작위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초기 가입률을 상승시켰으나, 6개월간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 중 약 30% 

만이 보조금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강한 보조

금은 초기 가입률을 상승시키나 유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Fitzpatrick et al.(2011), Bauchet(2014)의 연구는 각각 건강보험 및 정기보험에 있어 보

조금 지급이 끝나면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이 6%, 11%까지 하락한다는 점을 들며 초기 보

조금 정책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지어 Fitzpatrick et al.(2011)

는 니카라구아에서 가장 높은 보조금을 받았던 개인들의 갱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는 점

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보험의 유지 또는 갱신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과 역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에 익숙해질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Jaspersen, and Richter(2013)의 연구는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 수요가 바뀌지 않는 

이유로 첫째, 보장 수준의 선택이 이산적이며(discrete), 보조금이 차상위수준의 보장성 

수준을 선택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Finkelstein(2002)의 연

구 역시 건강보험에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보장 수준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보조

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

순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수준이 충분해야 보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단순히 높은 보험료만으로는 보험 수요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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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요인들 역시 보험상품에 대한 학습 및 가입의 간소

화 등과 다른 요인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계약의 디자인

앞서 수요 측면에서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할 때 위험회피적인 개인에 대해 보험의 수요

가 감소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고 

빠른 보상지급을 위해 선택된 방안일 수도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계약자에

게 일부의 위험을 남겨놓은 보험자의 의도가 담긴 계약의 형태일수도 있다. 

이외에도 계약 설계에 있어 낮은 보험금 지급 빈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치명적인 손실

만을 보장하는 지불빈도가 매우 낮은 보험의 경우 보험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를 약화시킨

다. 그러나 이 경우 지불빈도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 역시 보험 수요

를 낮출 수 있다. Norton et al.(2014)는 사람들이 지불빈도가 높은 보험을 선호한다는 증

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labed et al.(2013)은 개인의 보험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작은 손실에 대해 일부보험을 지급하는 빈도를 높이고 매우 큰 손실에 대해서만 전부 보

험이 제공되도록 보험계약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긍정적인 보험금 지급 경험을 통해 개인이 계약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Cole et al.(2014), Fitzpatrick et al.(2011), Dong et al.(2009), Platteau, and Ugarte(2016), 

Stein(2014)의 연구들 역시 보험금의 지급을 경험해본 것이 계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일어날 만큼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고의 경험이 보험

의 갱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일

수록 보험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 높은 갱신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 경험은 그 자체로 보험자에 대한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보험의 갱신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Cole, Gine, and Vickery(2013)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자에 대한 신뢰도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는 증거

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ole et al.(2014) 및 

Karlan et al.(2014) 역시 동료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보험 가입이 증가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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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and Robles(2011)은 계약자에게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날

씨 증권에 대해 몇 가지의 간단한 조합을 통해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게 보험을 맞춤 제공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농부들에게 특정 달에 강우량 부족에 따른 적자에 대비

한 보험을 세분화된 미니계약들로 제시하고, 농부들은 재배 작물 포트폴리오와 생산 관행 

등에 따라 원하는 계약을 골라 조합하여 구입할 수 있다. 이는 계약자에게 다양함과 유연

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계약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로 인해 탐색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기도 한다.

보험료의 지급방법 역시 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De 

Allegri et al.(2006)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지역사회건강보험(Community Health Insurance; 

CHI)48)에 대한 낮은 수요는 보험료 징수시기의 제도적 경직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있어 가족 전체가 즉시 보험에 가입49)해야 하는 경우 총 보험

료 부담이 높을 수 있어 보험료를 할부로 내거나, 균등할부보다는 수확 직후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지불하는 할부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험 계약이 보험료의 납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할 경우 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Liu, and Myers(2016)는 극단적으로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험료 납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Liu, Chen, and Hill(2020)의 연구는 중국에서 영세농민

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옵션이 보험 수요 및 이후의 투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보험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사

람들보다 옵션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

료 납입 지연으로 인해 증가된 보험 수요는 위험이 높은 투자안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가입 조건 역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ramer(2015)는 나이지리아에서 가

족 단위 건강보험이 아닌 개인 단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을 때 가구 내 역선

택의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최초가입자에 대해서는 역선택의 문

제가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족 단위의 가입에 비해 

48) CBHI란 빈곤층을 위해 입원 및 입원 급여 등과 같은 사전에 정의된 일련의 건강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의료 금융 옵션임.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비 및 의약품 할인 등도 함께 제공함

49) 가족 구성원 중 건강이 좋지 않은 구성원만 보험을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가족 전체가 가입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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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가구의 보험 가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선택적 갱신으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역선택 문제는 장기

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보험계약의 커스터마이즈

Biener, and Eling(2012)는 미소보험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이 소비자의 선호도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Cohen, and Sebstad(2006) 역시 보험자들

이 단순히 고객의 타겟을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보험금

과 보험료의 축소 정책을 도입한 것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빈

곤층의 우선순위와 보험 수요가 고소득층과는 다르며(Pooja 2015) 저소득층의 상황에 맞

게 제품을 커스터마이즈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미소보험시장에

서 보험자들이 취약함과 보험에 대한 유효수요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

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도 연결되고 있다(Smith 2016). 

그러나 보험계약은 고도로 표준화된 계약이며, 정책당국의 규제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니즈에 맞는 계약의 개발에 대한 혁신 및 유연성의 발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미소보험의 역사가 길지 않아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워 전통적인 보험

상품과 같은 보험 수리 모델을 구축하기 힘들다는 것이 보험자들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계

약을 제안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기도 한다(Kumar 2017). 특히 이러한 데이터의 부족은 

보험자가 미소보험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여 낮은 수

요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Gehrke(2014) 및 Lashley, and Warner(2015)는 기

술의 발전과 보급이 미소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주장하기도 한다.

라. 서비스의 질

보험자가 현금급부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낮은 질 역시 보험에 대한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Basaza et al.(2008), De Allegri et al.(2006)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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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낮은 질이 건강보험에 대한 낮은 수요의 원인임

을 지적하고 있다. Criel, and Waelkens(2003) 역시 의료서비스의 낮은 질로 인해 Guinea 

Conakry에서 지역사회 건강보험 등록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Nguyen, and 

Knowles(2010)은 베트남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병원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역 병원

의 의료서비스로 측정되는 기대 급부의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Dong et al.(2009)의 연구는 의료진에 대한 비호감이 보험료 부담능력 다음으로 갱

신율을 낮춘 중요한 이유임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친숙함과 호감도 역시 보험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Platteau, and Ugarter(2016)은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만으로는 건강보험 가입률 

및 갱신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인도에서 NGO에 의해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이후 의료기관들이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이 단독으로 낮은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 거래 비용

보험자의 높은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복잡한 갱신 및 보험금 청구 과정 및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자체의 번거로움 등은 보험계약자 입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되며 이 역시 계약

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ornton et al.(2010)는 건강보

험 가입과정을 모두 밟는 데에 약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

하고 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보험 가입률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Capuno et al.(2014)는 50%의 

보험료 할인, SMS를 통해 보험 갱신을 환기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험자의 노력

은 필리핀에서의 보험 가입률을 약 5%포인트 상승시킨 데 반해, 보험 가입 과정을 간소화

하는 것이 보험 가입을 36%포인트 까지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실제 많은 저소

득국가에서 금융산업의 미성숙으로 인한 보험료 지불과 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은행 계좌

의 부족이 높은 거래비용으로 작용하여 보험 수요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지점이

다. 다만 Davies(2018)의 연구는 인터넷의 발달과 휴대폰의 보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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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tzpatrick et al.(2011)과 Platteau, and Ugarte(2016)은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다

수의 개인들이 보험료를 어떻게, 어디서 납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을 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유지 및 갱신에 있어 정보의 부족 및 관리 절차 역시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바. 보험자의 마케팅 및 경영전략 측면

보험자의 마케팅 전략은 보험자의 신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자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신뢰도가 높은 개인을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 Gine et al.(2008)은 이러한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보험 공급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의 보험 수요가 잘 모르는 

경우에 비해 37%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응답 샘플을 미소금융기관의 현

재 고객으로 한정한 경우 7%포인트까지 하락한 바 있다. Cole et al.(2013) 역시 BASIX 미

소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지역사회에서 뽑은 대리인을 보험교육자로 활용한 결과 보험 수

요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BASIX 종사자라 할지라

도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교육자로 활용한 경우에는 보험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지역사회 주민과 친한 종사자가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교육한 

경우 10%포인트 더 높은 보험 수요를 나타낸 바 있다. 

언제 보험의 갱신 또는 재가입을 권유하는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Sane, and Thomas(2019)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소보험이 1년의 보험기

간을 가진 장기계약인 탓에 갱신이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도를 대상으

로 보험 갱신율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의 3개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신 및 사

고(accident) 보험의 재가입 확률이 첫 번째 계약의 만료 이후 처음 2개월간 가장 높았고 

이후 꾸준히 확률이 하락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구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보험 가입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 지연은 보

통 유동성 제약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De Allegri et al.(2006)의 연구는 개인들이 지역 의료보험을 신뢰하더라도 그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지역인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관리되고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선호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능력에 대한 공정한 감시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술한다. 이는 보험자의 경영관리로 인해 신뢰도에 영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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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공급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연

구들도 존재한다. 특히 ESG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상품을 출시한 기업들의 수익

성이 좋아졌음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있다. Maftuchah(2018)의 연구는 ESG 측면에서 보

험자들이 지속가능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보험자의 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소보험시장에서 ESG 경영의 

확대가 보험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보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함

에 따라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50) 

Ehrlich, and Becker(1972)의 연구는 보험이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자가보험(self-in-

surance)과는 대체관계에 있으며 손실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한 자가보호(self-pro-

tection)는 보험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가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위험을 관

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 예비적 저축, 앞서 살펴본 

위험을 나누는 비공식적인 약정들, 자가보험 및 자가보호와 같은 전략들 역시 위험을 관

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Latortue(2006)의 연구는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보험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메커니즘(사회적 연대)을 망가뜨려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낮출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이는 비공식

적 위험 공유 메커니즘이 보험의 대체재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보험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자본 시장 접근성51)

이론적으로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Gollier(2003)

50) 이하 본문에서 기술하겠으나 자본시장에의 접근성, 비공식적 위험 공유 및 저축은 보험의 대체재뿐만 아니라 보완

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51) 연구문헌들에서는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 또는 신용시장에의 접근성(access to credit)으로 표현하며 

이를 저축과 분리하여 살펴보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의 저축이 대출이라고 보고 저축 및 대출 제약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이라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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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개인일수록 부정적인 쇼크로 인한 소득의 변동성

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대해 더 높은 수요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반면 Liu, 

and Myers(2016)는 유동성 제약이 보험 수요를 감소시키며 보험료 납부를 지연할 수 있

다면(극단적으로 보험기간 말까지) 이러한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제

시하고 있다.

유동성 제약에 관한 많은 실증 연구 문헌들은 불완전한 신용시장으로 인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사람들이 낮은 보험 수요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Cole et al.(2013)

은 보험을 구입하는 의사 결정 직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동성 제약을 약화시켜 

보험 구입을 140%까지 크게 늘릴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Casaburi, and Willis(2015) 역

시 수확시기에 대출을 통해 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재산이 많을수록 대출을 받기가 쉬울 것이라는 추론하에, 재산이 많다는 것이 유동

성 제약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재산과 보험 수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

들도 존재한다. Gine, Townsend, and Vickery(2008), Gine, and Yang(2009), Gaurav et 

al.(2011) 및 Cole et al.(2013)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우 보험에 대

한 지불용의가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Huber(2012)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부유한 개인

일수록 종신보험에 대해 더 높은 수요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수

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성향의 영향에 따라 부의 수

준이 높을수록 보험의 수요가 높아지거나(부의 수준에 대해 증가하는 위험회피성향을 가

질 경우), 오히려 부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다(부의 수

준에 대해 감소하는 위험회피성향을 가질 경우). 또한 부의 수준과 신용이 근본적으로 완

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반대의 결론을 제시하는 실증연구들도 존재한다. Karlan et al.(2014)의 연구는 현금보조

금을 주는 것이 유동성 제약하에서 보험료와 상관없이 보험의 가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현금보조금으로 인한 보험 가입의 증가는 유동성 제약의 완화가 아닌 

현금보조금 자체의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효과(wealth effect)를 배제하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현금보조금이 주는 효익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거나, 보조금의 

결과로 인해 보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증가했음을 제시한다. 

송금(remittance) 역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나 송금 자체가 보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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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Crayen et al.(2013)은 예산제약에 직면한 개인들에 

대해 송금이 장례보험의 대체재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Giesbert et al.(2011)

는 과거에 송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쇼크에 대비하여 미래에 송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적게 구입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출 그 자체는 미래의 쇼크에 대해 소득의 기간 사이 균등화(consumption smoothing)

에 기여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Platteau(1994)와 Dercon(2002)는 가족 또

는 공동체 구성원 간 소비를 위해 대출이 발생할 때 이러한 대출이 보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에는 한

계가 존재하여 위험회피적인 개인은 위험을 완전히 헷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에 비

해 대출을 덜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이 보험 수요에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Gine et al.(2008)의 연구는 대출을 원하지만 받을 수 없

었던 사람은 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매우 낮았음을 지적한 반면, Cole et al.(2013)의 연

구는 대출을 받은 개인이 대출을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해 더 낮은 보험 수요를 나타냈음을 

기술한다. Hill, Hoddinott, and Kumar(2013)은 필요할 경우 1주일 안에 일정 금액을 모

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보험 수요가 다른 이들에 비해 낮았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인과성의 문제(Causality)가 있을 수 있으며, 재산과 소득과 같은 다른 요인이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계 저축은 종종 보험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저축의 

예방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는 자산의 축적 동기와는 다르다. Giesbert et al.(2011) 

역시 보험(Anidaso Policy라 불리는 종신보험), 대출 및 저축이 상호 관련된 서비스이자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서로를 대체하는 서비스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들은 저축과 보험이 모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제재일수도/

보완재일수도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만약 저축과 보험, 대출이 모두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될 경우 저축과 대출의 사용이 보험의 구입과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비공식적인 위험의 공유 수단이나 비공식적인 대출이 미소보험의 

수요를 구축(crowding-out)하거나 이들이 미소보험의 대체재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음

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연구대상인 보험이 사망리스크를 보장할 뿐 질병이나 수

확에 관한 위험, 실업과 같은 다른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비공식적인 위

험의 공유 수단과 동시에 구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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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rket et al.(2012)의 연구 역시 베이시스 리스크의 존재로 인해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저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술한

다. 그러나 이들은 저축을 지수보험과 묶어서 제공하더라도 지수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설

과는 달리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Stein, and Tobacman(2016)의 연

구 역시 저축과 보험을 연계할 경우 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에서 사람들이 순수한 보험과 순수한 저축을 혼합 상품에 비해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축과 보험 사이의 보완성이 수요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기술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과 신용은 연계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Carter, Cheng, and 

Sarris(2011)은 대출과 보험을 연계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어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보험으로 위험을 낮춘 개인은 더 많은 대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대출과 보

험이 연계되어 대출 수요의 상승이 보험 수요의 동반 상승을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Galarzar, and Carter(2011)의 연구는 보험이 없을 때 대출을 받지 

않던 사람의 60%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arter, Cheng, and Sarris(2011)52)는 또한,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대출

과 함께 보험이 강매된다면 오히려 위험이 상승할 수 있음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Gine, and Yang(2009)의 연구는 새로운 종자의 구입이라는 신기술의 도입을 위해 대출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대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한 그

룹에 대해 지수 기반 보험을 보조금 없이 대출자 모두가 공동으로 구매할 의무를 부과한 

결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출가입률이 13%포인트 이상 낮아졌음을 발견

하였다. Banerjee, Duflo, and Hornbeck(2014) 역시 미소금융기관이 한 그룹의 대출자에 

대해 의무적인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결과, 건강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그룹

에 비해 대출 가입률이 16%포인트 낮았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

가 보험의 낮은 품질과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았기 때

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까지 낮추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52) 이들은 농가가 고수익 종자의 구매와 같이 수익성은 높지만 동시에 위험도 높은 투자기회에 직면한 경우, 상호연

계된 대출 및 보험 계약이 매우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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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메커니즘

개발도상국에서 장례식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있어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메커니즘

이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Arnott, and Stiglitz(1991)는 위험의 비공식적인 풀링

(pooling)이 공식적인 보험 수요를 구축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Jowett(2003)은 Arnott, 

and Stiglitz의 모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호연결성이 높은 커뮤티니에 속한 개인이 정부

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으며, 반면 단절된 커뮤니티에 속한 개인일수록 

정부 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Jowett(2003)은 같은 연구에

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부조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 이전이 중요한 경우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메커니즘이 보험의 대체재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andmann et al.(2012) 

은 보험이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의 연대수준

(solidarity)이 높고 저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반면, 연

대수준이 낮고 저축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험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Mobarak, and Rosenzweig(2013) 역시 미소보험과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가 유사한 유형

의 위험을 보장할 경우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가 미소보험의 수요를 대체했다는 것을 발견

했다.

반면 Cai et al.(2011)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위험공유 네트워크가 보험 지식의 공유 및 신

뢰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Janssens, and Kramer(2016)는 단체 

보험계약이 위험 회피적인 동료의 무임승차 기회를 제거하여 보험에 대한 지불용의를 높

일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한다. 이들은 탄자니아의 미소신용그룹(Micro-credit)에 대해 실

험한 결과 단체 보험이 제공될 때 참여자들의 가입의사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Dercon et al.(2014)의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위험 공유 그룹에 보험을 제공

하여 지수보험과 그룹 내 위험 분담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Clarke, and Dercon(2009)는 소규모의 특이한 위험의 경우 높은 거래비용 및 정보의 비

대칭성 등에 의해 미소보험이 최선의 금융상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큰 충격이거나 소규모 그룹이 동시에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에는 미소보험이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며, 비공식적 위험 공유의 보완적인 역할 역시 수행

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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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표준적인 이론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미소보험 수요가 낮은 것은, 나아가 갱신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퍼즐로 간주되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Kunreuther et al.(2013)은 낮은 수요와 연관된 많

은 문제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를 일종의 이상현상

(demand-side anomaly)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소보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낮은 수요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증

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대출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많은 요인들에 대해, 이러한 요인들이 

보험 수요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진국의 사

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기존 연구들은 자본시장의 발달 유무에 따라 보험과 저축 

및 대출 간의 상호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저소득계층에 대해 안전망을 제공하여 후

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는 선진

국의 보험 수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

진국의 보험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고, 선진국 역시 극단적인 양

극화의 심화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위한 미소보험의 공급이 중요하므로 보험자 및 

개인 양쪽을 위해 수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상황타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론모형

과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 더 정교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

며 더 많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소보험의 문제에서도 비대칭 정보의 문제는 빼놓을 수 없다. Zhang et al.(2021)의 

연구는 미소건강보험에서도 다양한 질병유형에 대해 역선택이 존재하고, 도덕적 해이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에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Sheth(2021)의 연구 역시 건강

보험에 있어 역선택의 증거는 발견되었으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

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에서 비공식 금융기관(self-help groups)을 통해 제

공되는 미소건강보험에 대해, 건강보험 제공 시 의료 이용률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 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보험 제공 이전

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비공식 금융그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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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건강보험을 제공할 때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겪지 않을 수 있어도 역선택을 제거하지

는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별 건강보험의 시스템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

으나, 의료서비스에 있어 의료진이 아닌 개별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 경우 보험자

의 우려와는 달리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는 보험자가 건강보험에 좀 더 적

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위험회피성향 또는 모호성회피성향과 같은 개인의 선호는 주로 지수형 미소보험상품의 

수요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손해사정비용의 절감이라는 거래비용 측면에서 

지수형 보험상품이 선호됨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 리스크가 미소보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양자의 영향에서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역시 언제나 보험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화적인 특성 및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같은 요소들이 금융교

육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소보험 수요의 만성적인 

부족은 단순히 빈곤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문제 때문이 아니며, 단일 요인에 의해 의한 문

제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 및 보험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는 것은 보험자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다수의 보험금 지급의 경

험 역시 보험자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상호신뢰 수준이 보험자의 

신뢰수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험에 대한 

이해와 보험자의 신뢰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웃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은 보험자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이는 비공식적 위험 공유와 결합

되어 보험 수요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정부 보조를 통해 보

험을 구입하여 경험해 보는 것이 보험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단순히 보조

금의 지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수준 자체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계약의 

디자인이나 거래비용과 같은 요소는 기술의 발전이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보험계

약이 이산적이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수준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수

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추론 가능하다. 한편 기술한 요인들은 규제의 

완화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등 미소보험의 수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