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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소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

앞선 장에서는 미소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들을 살펴보

았다. 본 장에서는 낮은 수요를 높이기 위해 검토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

다. 최근 지수보험의 경우 베이시스 리스크와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지수보험계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유동성 제약

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부 시기의 이연 및 납부의 분산 등의 조정

방식도 함께 검토될 만한 방식들이다.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금융

교육으로부터 보험상품에 특화된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험의 낮은 이해도로 인한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식도 존재한다. 인슈어테크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 발

전은 개인과 보험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단순화된 계약과 고

객 맞춤형 디자인도 가능해질 것이다. 

보험자는 성숙기를 넘어 정체기에 들어선 시장에서 미소보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SG의 사회기여 측면에서도 저소득국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미

소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적인 국가주도형 보험이 미소보험시장의 실

패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정부 실

패와 시장 실패를 평가하는 연구로 귀결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

나 여전히 역선택과 같은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인 보험 제도가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

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시장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미소

보험 수요의 진작을 위해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보험자의 역할

가. 지수기반보험의 정교화

저소득계층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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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농부들은 수확 실패의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고수익 작물을 재배하거나 새로운 농법, 비료 등을 도입하는 대신 저

위험의 낮은 수익의 작물을 재배하는 일종의 자가보험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Carter et al.(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평균생산성의 감소라는 비용이 발생함에

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은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하게끔 한다. 따

라서 미소보험의 경쟁력은 많은 대체재에 비해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인지 여

부에 따라 결정된다. 

앞선 기존 문헌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많은 미소보험이 다양한 지수를 트리거로 갖는 지

수보험 형태를 갖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Hazell(1992), Skees, Hazell, and Miranda(1999)

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형태의 보험으로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지나

치게 비싼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이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

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 비용이 높고, 보험금 과다청구와 같은 도

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보험료의 상승 가능성 및 보험시장의 레몬마켓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수보험의 형태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지수보험은 첫째,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베이시스 리스크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기술로 인해 실제 손실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면 일부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위성사진의 분석 등을 통해 손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지수개발 가능성 등에 기

대를 걸어볼만한 부분이다. 둘째, 소비자에게 지수보험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일종

의 비용이 발생한다.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은 평균적인 손

실보다는 극단적인 손실과, 극단적인 손실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낮은 가능성에 

쉽게 현혹된다. 데이터 기술을 통해 복합지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수가 손실과

의 상관관계가 1이 되지 않는 이상, 한층 더 복잡한 메카니즘을 통해 개발된 지수와 손실 

보상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수 기반 보험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를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베이시스 리스크와 보험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 사이에 일종의 

상쇄(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수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수의 결합사용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Elabed et al.(2013) 및 Carterm Galarza, and Boucher(2007)은 특정(좁은) 지역에 

대해 농업 지수보험에 있어 날씨 등의 기상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위면적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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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평균 수확량을 트리거로 사용하는 것이 베이시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식

임을 제안하고 있다. 넓은 지역의 경우 지역의 평균 수확량과 개인의 수확량 간의 상관관

계가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구성원 간의 결탁과 같은 도덕

적 해이의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labed et al.(2013)은 

마을 단위의 좁은 지역과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 수준 모두에서 여러 단계의 평균 수

확량을 모두 지수로 고려하는 Multi-Scale 지수보험을 제안하고 있다. 좁은 지역 단위의 

트리거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농부들이 실제 문제에 직면할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반면, 넓은 전체 지역에 대한 트리거는 관대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좁은 

지역 단위에서는 가입자 간의 결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넓은 지역 단위에서의 

결탁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무런 충격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수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 결탁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상보험이 아닌 미소보험에도 베이시

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층적인 지수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역시도 보험금의 지급이 지수에 변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보험 가입자에게 이해시

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지수와 보험금의 지급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인슈어테크 활용

FT파트너스(FT Partners)에 따르면 2018년 인슈어테크 투자 총액은 44억 달러였으며, 이

는 2017년도의 32억 달러보다 37%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북미 지역의 투자규모가 여전

히 가장 크지만 아시아를 오가는 투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슈어테크 기술은 데이터 가용성의 증가를 및 커버리지를 개인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그 결과 디지털 인터랙션,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스 등을 통해 기업들이 6개월이나 

1년이 아닌 한달 등의 소위 ‘Bite sized’ insurance or ‘Insurance on demand’(이하, “온

디맨드 보험”이라 함)라 불리는 단기보험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는 더 저렴한 보험

료로 보험의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 더 넓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신용

기록이 부족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었던 저소득층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시장에서의 보험료를 납입 가능한 수준으

로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Saphron과 같은 회사들은 동남아 국가에서 보험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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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AI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하였으

며,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AIC는 2019년 이러한 온디

맨드 보험시장이 2026년까지 거의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슈어테크 

기술은 기존의 표준화된 보험계약에서 벗어나 계약자가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보장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계약으로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Microinsurance Network는 코로나19가 미소보험사업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보

험회사, 재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인

슈어테크에 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디지털화가 가속되었다고 대답했음을 기술

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들은 보험 판매의 경우 직접 판매 방식이 전자메일, SMS, 전화 통

화, Facebook Messenger, Viber 및 WhatsApp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디지털 미디어가 

보험금 청구 및 갱신에 대해 고객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Signa(2020)53)역시 보험회사들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는 비전통적인 새로운 업체들과 경

쟁해야 하므로 모든 고객과의 접점에서 디지털 참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하

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들의 미소보험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도 인슈어테크의 활용이 필요

할 것이다 

신뢰에 크게 의존하는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따르는 사기의 방지는 늘 논쟁거리

였다. 그러나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디지털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

두 보험금 청구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금 청

구의 영역은 AI를 적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분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미 선

진국 시장에서 이미징 기술과 함께 크게 발전하고 있다. AI는 잠재적인 사기나 잘못된 경

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더 빨리 

해결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며 추가 비용이 누적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보험자와 개인 

모두에게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이미 AI를 통해 이 분야

에서 상당한 비용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이러한 보험회사들을 더욱 지속가능

하게 만들고 보험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블록체인 기술 역시 지수보험

과 결합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Etherisc 와 ACCER Africa가 제휴하

여 개발한 지수기반 Bima Pima 농작물보험의 경우 케냐 전역의 1만 7천여 명의 소규모 

53)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2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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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기상 데이터에 따라 청

구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룩셈부르크 소재 스타트업인 Inclusive Blockchain 

Insurance Using Space Assets(IBISA)는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지수보험을 제

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험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투명

성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Holiday(2019)는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 및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체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알리안츠

(2020)은 보험금 청구처리가 다음 IoT 투자 중점 분야가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성숙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청구 모두에 대한 

모바일 결제 기회가 보험금 수령까지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케

냐와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모바일 뱅킹 및 결제가 높은 발전단계에 있으며 이는 시장이 

단순히 디지털화 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용시장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

기도 한다. 케냐의 디지털 건강플랫폼인 M-TIBA는 2016년 PharmAccess, Safaricom 및 

CarePay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이 플랫폼에서는 환자, 의료기관 및 의료 납부자

(정부, 보험자, 기부자 및 연대 지급자 포함) 간의 지불을 편리하게 하고, 데이터의 교환을 

촉진한다. 2020년 이 플랫폼은 4백만 명이 넘는 케냐인과 1,400개의 의료 클리닉을 연결

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미소 건강보험 개발에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Microinsurance Network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활동 역시 예방이 치료보다 더 낫다는 점에서 보험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인슈어테크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예방

적 활동과 위험의 관리 측면을 보험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중국의 상호보호가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

입이 쉽고 보험료가 저렴했기 때문이었다는 최예린(2019)의 지적과 같이 디지털화를 통

해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수령까지의 과정이 편리해지는 것 역

시 직접적으로 보험 수요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거래비용을 줄여 묵시적인 보험

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낳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보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ESG 측면에서의 상품개발

최근 보험산업 전반에서 ESG의 개선을 위해 탄소모니터링과 투자의 연계, 직원 복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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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험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관

심이 탄소 배출 모니터링 및 감소와 같은 친환경 투자 이니셔티브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

존 미소보험은 다소 온정주의적인 시각에서 논의되어온 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

다. 그러나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험자 역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극

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Microinsurance Network는 ESG에서 포용적 보험의 역할이라는 S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하버드 로스쿨 포럼의 표현에 따르면, ESG 중 ‘S’의 요소

에는 기술의 채택이 포함되어 있다.54) 이는 최근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와 디지털 플랫폼 

기술 채택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를 던진다. 이러한 점은 MSCI가 ‘S’에 접근성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결이 같다고 할 수 있다.55) 또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고객 관련 지수 중 일부는 접근성 및 경제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우존스의 지속

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과 함께 미소보험의 포용적 측면을 

평가하는 한 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전반적인 위험 관리 및 위험 이전을 위해 저비용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성장 기

회가 있는 신흥국가에서의 시장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투자자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증거를 원한다는 점에서도 미소보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가 2021년 6월 1일 NAIC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SG

측면에서 사회의 복원, 회복력을 견인하기 위해 보험자가 기존의 회복과 수리(recovery 

and repair)에서 예측과 예방(predict and prevent)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교한 위험에 대한 모델링과 함께, 보험상품

에 예방에 관한 인센티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소건강보험에서 헬스케어가 결합된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기

도 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MSCI가 헬스케어 등을 꼽고 있다는 점 역시 헬스케어와 연관

54)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2020, 6)

55) MSCI는 사회적 테마로 첫째, 회사 종업원의 건강, 안전 및 능력개발과 같은 인적자원 요소, 둘째, 고객의 프라이

버시 및 데이터 보호, 금융 상품의 안전성, 상품의 안전성과 질의 문제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책임(product 

liability), 셋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매(sourcing)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반대요인, 넷째, 금융, 헬스케어,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사회적 책무, 마지막으로 기부와 자원봉사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소를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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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품의 디자인 및 저소득계층의 헬스케어 관련 보험상품의 디자인 등 역시 ESG 전략

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관련 보험상품의 부담가능한 보험료의 산출이 보험회사

의 고유 역량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AXA, 취리히 등이 ESG 

경영에 있어 선도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김윤진(2021)은 해외 보험회사들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수단

으로 미소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실제 알리안츠는 2019년 기준 수입보

험료에 있어 감소세를 보이는 북미,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과는 달리 중국 및 아시

아 신흥지역에서 10%포인트의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승준(2021)에 따르면 알리안츠는 1926년 독일에서 최초의 미소보험을 출시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미소보험을 저소득국가에 공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인슈어테크 회사인 

BIMA 및 독일의 GIZ와 협력을 통해 모바일 미소보험을 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420만 

유로의 가치창출을 기대하는 등, 미소보험의 공급이 알리안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

침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할 보험시장에서 우수

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잠재고객확보에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 알리안츠

는 2020년 MSCI 지속가능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등 ESG에 관련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알리안츠의 평판 관리 및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알리안츠 외에도 취리히(ZURICH)와 같은 보험회사는 Blue Marble Microinsurance56)의 

설립 멤버로 신흥국가에 진출 시 해당 국가의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에게 미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지수 개발에 관한 독점적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낮은 보험료의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날씨 및 건강 관련 재해에 가장 취약한 인구

를 위한 보호 격차를 메꾸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취리히의 평판 관리 및 장기적인 성

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위스 리57) 역시 202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소보험의 공급을 들

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가축의 폐사가 빈번한 케냐에서 목동들의 손실 보호를 위해 지수

보험을 제공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방목 상태 확인 후 트리거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였

으며 이는 2017년 일어난 가뭄에서 7만 마리의 가축과 이들과 연관된 10만 명 이상의 사

56) https://www.zurich.com/en/sustainability/our-customers/blue-marble-microinsurance

57) https://www.swissre.com/dam/jcr:9f2f7db8-58ee-4fe2-b994-5b4ed34afbca/swissre-sustainability

-highligh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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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삶을 보호하였음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Swiss Re는 2018년부터 이집트에서 비공

식 부문에서 일하는 저소득 여성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였으며, 이 보험은 2019년 말까지 21만 9천 명의 고객에게 제공된 바 있다. 

스위스 리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건강보험을 다른 나라에서도 확장 판매하여 2020년 말까지 약 200만 명에게 보험

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형 보험회사 이외에도 지역의 특색에 맞춰 해당 지역에 미소보험을 제공하는 지역 보험

회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 Rio Uruguay Seguros(RUS)

는 ESG 경영을 위해 형평성을 위한 보험(Insurance for equity)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저소득계층에 보험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ESG 경영의 안착을 위해서는 보험 중개업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Investigating the 

Social Component of Insurers’ Sustainability Practices(2020)는 보험중개업자들이 보

험자에 비해 미소보험과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자는 이들에게 ESG와 연결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저소득계층을 위한 대재해보험 개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경제적, 환경적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Knutson et al.(2020)의 연구는 향후 지구 열대 사이

클론의 강도는 5%, 강우의 강도 역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기후 위험 

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200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해 47만 5천 명이 사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2조 5,6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58) IFAD59)는 매년 자연재해가 2천 6백만 명을 빈

곤층으로 내몰고, 약 3천억 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입힌다고 기술한 바 있다.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중소상공인 및 영세농민과 그의 가족은 재해 손실로 인해 더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수확량의 변동으로 인한 식량 불안,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58) https://www.germanwatch.org/en/19777

59)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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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화된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파리기후협약 및 2015년 지속가능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은 보험개발포럼(Insurance Development Forum; 

IDF)의 설립을 가져왔다. IDF는 포용적 보험생태계의 중요한 플레이어이자 보험업계 및 

UNDP와 같은 국제기구 사이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로서, 보험을 통해 저소

득계층이 자연재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IDF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해손실 중 

약 70%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중저소득국가에서 더 높아져 약 90%

까지 증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저소득국가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대재해손실에 대

한 노출은 현저히 높은 반면 그 회복력은 낮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스위스 리 역시 

2020년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70%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저소득국가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저소득계층의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

상할 수 있다.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IFAD) 역시 개발도상국

에 있어 보험이 기상현상으로 인한 손실의 약 10%만 보상하고 있음을 추산한다. 이에 따

라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해 및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발생에 대비하여 소상공

인과 영세농민을 보호하는 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

적된다.

이를 위해 최근 재해에 대해 지수보험(또는 파라메트릭 보험, Parametric insurance)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수보험은 단독으로 또는 보상 보장을 포함한 

패키지의 일부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재난 이후 복원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험은 보험금 조정절차를 없앨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훨

씬 더 빨리 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복구의 속도를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며, 보험자들은 손해사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MS(Risk Management 

Solutions)의 연구는 빠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자금 가용성이 높아지면 재해에 대한 대

응도 빨라지며 피해복구도 빨라져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비해 3.5배 더 효과적

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 기업보험이기는 하나 AXA는 AXA Global Parametrics를 2017년 출시하여 기후위

험에 대한 파라메터 기반의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위스 리 역시 2017년 기업보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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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8을 출시하여 태풍 경보신호 8 이상 발생 시 업무중단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미소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라위와 같은 국가는 

African Risk Capacity(ARC)60)를 통해 파라메트릭 농업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1월 재보험그룹인 Chaucer 와 지수보험 스타트업인 Yohahu는 카리브 해에서

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위해 미소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최대 60% 

이상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격차

가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지역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허리케인 보험은 주택 가치 대

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보험료가 높아 소득이 낮은 이 지역민들이 가입하기 어렵고 보험

금 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었으나,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지수보험의 경우 트리거 

발생 시 24시간 이내 또는 최장 열흘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낮은 만큼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I에 따르면 지수보험은 2020

년 이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Artemis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2020

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변동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환태평양 불의 고리(Ring of Fire)에 위치한 까닭에 쓰나미, 화산폭발, 

홍수 등의 재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1년 재해에 대해 선제적 재정관리에 대비하

는 전략 중 하나로 지수보험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미래

의 유행병에 대한 보험의 일환으로도 지수보험을 논의하고 있다. 

마.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집단의 활용

최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중 P2P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개별 개인들 간 위험을 공유할 수 있

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분산형 모델의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Friendsurance

는 지인들이 조직한 위험공유그룹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여 

서로의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되, 공동기금의 일부는 Friendsurance가 중

개하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구입하고 기금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이 보상하는 

형태를 갖는다. 2015년 설립된 레모네이드(Lemonade) 역시 자선단체와 사회적 대의를 

중심으로 또래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레모네이드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

60) ARC는 기후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위성기상감시시

스템인 Africa RiskView를 활용해 파라메터의 크기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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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소유자 또는 임대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P2P(Peer to Peer) 방식을 보험에 활용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와 같은 비대

칭정보의 문제를 줄여주고, 무임승차자 문제를 우려하여 보험 가입을 꺼리는 소비자를 유

인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기존 문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비공식적 위험 공유 그룹에 단

체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에 대한 경험 공유, 지식의 확산에도 긍정적이어서 해당 보

험 외 타 보험의 수요도 높일 수 있다. 역시 P2P 방식인 중국의 Xiang Hu Bao의 예에서

도 살펴볼 수 있듯이 소액의 상호부조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들의 보험 수요가 높아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험 공유 그룹에 단체지수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서로 보완적

인 역할을 통해 보험 수요를 높일 수 있음 역시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험공유그룹의 조직에 있어서는 최대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줄일 수 있

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유그룹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친 도가 지나

치게 낮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중국의 Xiang Hu Bao 역시 가

입자가 1억 명을 넘는 등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

강한 가입자의 이탈이 발생하는 등의 역선택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즉, 가장 효율적인 규모의 위험 공유그룹 크기에 대해 주의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바. 보험 교육 투자 및 보험자 신뢰의 확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Finance Initiative)에서도 지속가능

한 보험을 위해 위험, 보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소통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이전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 위험관리의 이점에 대

해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 관련 교육

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Antonia et al.(2018)의 연구는 금융이해도의 제고가 금융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에 대한 교육은 장기적으로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다. 기존문헌들 

역시 보험에 대한 교육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보험자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보험 수요의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후 정부의 역

할에서도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과 함께 보험에 관한 교육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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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수 있는 것은 정부 소관으로 보험자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러나 보험자들 역시 보험에 관한 지식의 체계적인 전파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보

험 교육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기타 협회 등을 통해 초중고 학교와 연계한 보험 교육을 늘

릴 필요가 있다. 남아프리카 보험회사인 Hollard 의 경우 자사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기 위

한 프로그램인 StreetWise Finance(SWF)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화 방법론 등을 사용하여 

예산편성부터 금융이해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험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 투자는 ESG의 S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

자에 적극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Microinsurance Network와 Katie School of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가 공동으로 발간한 Investigating the Social Component 

of Insurers’ Sustainability Practices(2020)에 따르면, 대형 보험회사(자산 기준)의 미소보

험과 관련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니셔티브 중 위험관리 교육을 꼽은 응답자가 

88%로 2위61)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존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이 보험회사와 결합하여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험

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게 보장하는 것과 보험금 지급

에 관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잦은 법적 분쟁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슈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영

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여전히 대면 영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보험중개업

자와 판매조직의 영업행위로 인한 보험자의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의 경우 보험사기를 주의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역할

가. 보조금의 지급

기존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미소보험시장조성단계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

하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Duflo, and Banergee(2011)와 Cole, Gine, Tobacman, et 

61) 영양 및 식수의 제공을 꼽은 응답자가 96%로 1위를 차지했음(복수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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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3)은 미소보험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보조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Duflo, and Banergee(2011)는 가나에서 정부가 농민에게 기상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 정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으며, 보험에 가입한 농

민들이 결국 끼니를 거르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는 Karlan et al.(2012)의 연구

를 바탕으로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Karlan et al.(2012)의 연

구는 가나 지방에서 1,350명의 농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조를 통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한 농부의 경우 농작물에 비료62)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더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보조금 정책이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도 있으나, 시간

이 지날수록 보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보조

금의 규모를 줄여나가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최악의 경

우 보조금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거나 민간보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재정 투입 대가로 개인이 위험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는 잠재적인 이득이 더 클 것임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

험 정책이 공적 자금을 이용해 공익을 도모하는 최적의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Douvan 

et al.(2020)의 연구 역시 잘 설계된 보조금이 건강보험의 수요탄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Janzen, Carter, and Ikegami(2020)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자산보험시장의 

도입이 빈곤과 사회보호를 위한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보조 방

식으로 대규모의 공적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ACA(Affordable Care Act)로 건강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보험료 보조금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2021년 초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를 통한 평균 보조금 규모는 월 평균 보험료 부담 575달러 중 486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전

액 보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특정 범위에 속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Medicaid 자격이 빈곤층 평균 소득의 138%까지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보험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138% 이상부터 400% 사이의 소득자가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

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구제 계획(ARPA)63)으로 이러한 소득의 상한

62) 낮은 강우량 등의 기상 충격으로 수확에 실패하더라도 비료의 비용은 부담해야 하므로 영세농민에게는 비료의 투

입이 위험한 투자로 간주됨. 비료 사용의 기피 또는 고수익 작물의 재배 기피는 위험이 기술적 혁신과 투자를 저

해하여 수익을 낮추고 빈곤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음 

63) American Rescue Pl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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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없앤 바 있다. Rae et al.(2021)은 ARPA의 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1,810만 명에

서 2,180만명으로 20% 이상 증가하고, 월 평균 70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

고 있다. 

한편 보조금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위험 개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은 보조금이 낮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위험 개인

(일반적으로 젊고 소득이 낮은 개인)의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의 풀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대규모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미소

보험의 개발에 있어 개인이 지불가능한 수준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기존 문헌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논란이 존재하기는 하나 보조금의 

지급이 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보장규모의 선택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산적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보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규모 역시 충분한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

역 및 보험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에 따른 보험 수요의 변화가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는 만

큼 세분화하여 탄력성을 측정할 필요도 있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Feldstein, and Friedman(1977)은 미국 건강보험시장에서 고용주에 대한 비과세 도입이 

미국의 의료지출 증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금이 도덕적 해이를 통해 국가의 의

료지출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Finkelstein(2002)과 Goda(2011)의 연구 역시 보

조금이 일부 사람들의 보험혜택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Finkelstein et 

al.(2012)은 보조금을 통해 증가한 보험혜택이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실증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주로 사후적인(ex-post)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일어나는 의료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의료시장의 도덕적 해이는 의료서비스 공

급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다른 보험시장에서도 보조금의 수준이 

수요를 자극할 만큼 충분하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섬세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은 다른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식과 동일하게 그 범위와 

지원기간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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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심성 정책과 연관되어 비일관적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보조금의 

경우 오히려 보험 수요를 교란할 수 있어 룰에 따라 지급되는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나.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

미소보험은 그 특성 상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놓기 쉽지 않다. 특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

는 코로나19는 보험의 편익을 재확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험자, 규제당국 

및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복된 자원의 분배를 피하고 민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업을 통해 효율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ICII(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clusive Insurance)의 디지털에디션에 따르면 민관협력(Puplic-Private 

partnerships; PPP)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의 포용적 보험(inclusive in-

surance)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리도 최근 10년 동안 약 600여개의 PPP에 관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Allianz, Chartis, Zurich 등과 같은 보험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저

소득국가에 PPP를 통해 미소보험을 공급하고 있다. 

UNEP FI는 2012년 보험업권의 지속가능경영에 관련한 국제협약인 지속가능보험64)원칙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를 선포한 바 있다. 미소보험은 PSI 중 첫째, 

보험자가 위험관리 및 언더라이팅에 사회적 이슈를 통합할 것, 둘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회 이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위험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 셋째, 보험자가 정부, 규제기관, 국제기구 및 NGO와 같은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위험을 관리하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채택과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기구, 기부자, 정부, 규제기관 및 산업계 사이에서 기후위험을 다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보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기후 위

험에 대한 더 넓은 접근법은 기후 사건이 다른 위험 범주, 다른 유형의 근로자와 경제 활

동, 그리고 도시와 시골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도 한다. 

64) UNEP FI에 따르면 지속가능보험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확인하고 평가하며, 관

리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포함한 보험업계 공급사슬 내 모든 활동을 미래지향적이고 책

임감 있게 수행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임. 지속가능보험 원칙은 보험산업이 위험을 줄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

하며,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험이 사회와 경

제의 회복탄력성, 포용성 및 지속성의 구축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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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UNDP와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보험개발포럼(IDF)은 취약 20개국의 

기후위험금융 및 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00만 유로에 달하는 기금을 지

원하는 3국 간 협약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2021년 9월 출범한 UNDP의 보험 및 위험 

금융 시설(IRFF)을 통해 포용적 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OECD 국가들의 몇몇 다른 정부들은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계

속하고 있다. 특히 포용적 보험시장의 개발에 대한 지지는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

덜란드 및 스위스를 포함한 많은 정부로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및 옥스팜 방글라데시와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의 농업 종사자들을 재앙적인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0년 그린델타의 홍수 보험이 

시작되었다. 자메이카에서는 GK보험이 농수산부와 손잡고 농어업인 모두를 위한 지수보

험상품을 다시 출시해 극단적 피해를 막았다. 콜롬비아에서는 독일 개발 은행(KfW), 

InsuResilience Solutions Fund 및 Medellín 시장이 공동으로 기후 위험에 대한 도시 복원

력을 개선하기 위한 파라메트릭 보험 파일럿 프로그램을 Medellín에서 시작하기도 했다.

정부가 팬데믹 관리에 재원을 집중시키면서 농업과 기후 보험을 위한 재정 여력은 일시적

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기후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외적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기후와 건강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상호 연관된 건강 및 기후 위

험을 포함한 대재난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민간 보험의 투자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다.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 및 규제의 정비

미소보험시장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는 연구들

이 존재한다. Yan, and Faure(2021)은 중국의 케이스를 근거로 미소보험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미소보험시장이 심각한 시장 실패에 시달리

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의 4가지 주된 개입65)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들은 보조금이 혁

신적인 시장 관행을 지원할 때, 보험상품을 이해하기 쉬울 때, 보험 판매 업체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때, 단체 보험이 갱신 가능할 때에만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65) 보조금의 지급, 보험의 단순화(simplification), 단체보험의 활용, 판매 채널의 구축이 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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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정부의 정책 역시 중요하다. 재해 또는 사고에 대해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반복

될수록 보험의 필요성이 낮아져 보험 수요를 낮출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보험시

장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적인 지원과 미소보험에의 가입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해 전향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Coydon, and Molitor(2011)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농촌과 사회 

부문에 정해진 비율의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고 동시에 규제가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에 관련해 보험자에게 적

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민영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상품

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손

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종의 재보험자 역할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영업중단손실에 대한 보장이다.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따르면 중소, 영세기업(Medium, Small and 

Micro Enterprises; MSMEs)이 전 세계 모든 사업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일자리

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와 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

표(SDG 8)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MSME, 특히 그중에서도 신흥국의 MSME는 보험 적용이 매우 부족하다. Cenfri(2020)66)

의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MSME 중 2% 미만이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며, MSME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인도에서는 단 5%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사업 중단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 UNDP의 

IRFF(Insurance and Risk Finance Facility)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

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부문의 4억 3천 6백만 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 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UNDP는 10개 개발도상국의 1억 7천만 개 이상의 MSME에 사업 중단 위험에 대

한 보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Cenfri(2020)는 보험자들이 MSME에 대한 자체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하고, 규제가 안정

적이지 않아 시장 진입을 망설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가나에서는 단체보험의 

66) https://cenfri.org/publications/managing-risks_rethinking-insurance-for-m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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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될 수 없고 개인 보험만이 허용되는 등의 규제의 제약이 존

재한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탄력적으

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MSME 시장은 보험 수요가 이질적이고 표준화되

기 쉽지 않다. 이는 MSME는 크기, 연령, 종사 사업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한상용·문혜정(202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중단 손실의 경우 보험자의 지불 능력 관점에서 단독으로 위험의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상용·문혜정(2021)이 제시한 보험자의 위험 보상 한도를 정하고, 보상 한도

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주는 방식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 보험자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별 의료체계가 다르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위험에 대한 개인의 관심

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격 의료와 결합된 건강보험상품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소건강보험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미소건강

보험의 경우 원격 의사의 상담 및 예방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정부와의 제휴를 통해 원격

의료서비스를 급부의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보험상품의 제공도 가능하다. AXA는 2020년 

9개의 개발도상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15개의 포용적 보험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급부

로 추가하였으며, 이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수는 18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미소보

험상품의 공급을 위해서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Karlan et al.(2012)은 규제환경을 평가하여 보험회사와 규제기관이 처음부터 협력하에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확장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국지적인 정책당국의 

개입을 위해 보험회사와의 신중한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Microinsurance 

Network는 2020년 보고서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이 있는 국가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에 관련된 미소보험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보험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개별 미소보험에 대한 선

택권을 개인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다. 과도한 번들링이나, 특정 상품에만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의 정책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개인

에게 포용적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일종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품 선택은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

해서는 보험자들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미소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

도록 보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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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도의 제고

Holiday(2019)는 인슈어테크가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보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고문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직면한 위험(질병,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화재로 인한 사업 손실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

적하며 이를 위해 게임화를 통한 교육(Gamification), 웹 활용 교육 및 콜센터와 챗봇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저축, 대출을 통한 부의 축적 

및 부의 보호를 위한 보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OECD(2012)67)의 가이드라인과도 유사한 내용이다. OECD 

역시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정한 방법인 동시에 

건강과 같은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잠재적으로 좋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OECD는 가능한 한 일찍, 가급적이면 정규 학교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 금융교육 역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이해도가 성장 및 낮은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문헌에서 발견

된다(Beck, Demirguc-Kunt, and Peria 2007; Levine, Loayza, and Beck 2000). 

Lusardi, and Mitchell(2014)의 연구는 높은 금융이해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이고 있다. Hasler, and Lusardi(2018)의 연구는 금융이해도가 높

은 사람일수록 비상 지출, 날씨 및 소득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이해도가 낮은 개인일수록 더 고비용의 대출을 사용하고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이 낮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존재한다(Utkus, and Young 2011; 

Lusardi, and Tufano 2015) 이들의 연구결과는 금융이해도가 저축과 부의 축적에 결정적

인 역할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전반에 걸친 교육, 보험의 기술적 특성, 보험의 개념 등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 교

육을 강화하는 것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식을 크게 향상시키

고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증진시킬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교육에 투자하고, 단기적으로 그 효

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67) https://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2012%20Schools%20Guide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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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3장의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된 미소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4장의 수요 진작 

방안 간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간 수직적인 계층 관계

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각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기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그림 Ⅳ-1>은 수요 활성화를 위해 본 연

구에서 기술한 방안에 대해 단일 요인만이 연관된 것은 아니며, 각 요인에 대해 가장 연관

성이 높은 방안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부연해둔다.

<그림 Ⅳ-1> 미소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