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별로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4~5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함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1~2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2020년 상반기 3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주식시장이 급반등세를 보인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장성 변액보험인 변액종신과 변액기타는 2020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 초회보험료 또한 4월과 5월 

각각 28%, 5% 감소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5월 기준 보장성보험인 변액종신과 변액기타가 약 10%를 차지

하며,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약 90%를 차지함

주식시장의 급반등으로 직접투자나 펀드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변액보험은 

자금 유입이 미진함

그림 Ⅲ-1 변액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추이

<변액종신과 변액기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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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

는데, 이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 유입보다 계속보험료 감소가 크기 때문임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변액보험시장의 

성숙으로 초회보험료 비중이 낮아지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해지, 만기 등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이탈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Ⅲ-2 변액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변액종신과 변액기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변액보험 자산 규모는 2020년 3월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99조 원까지 감소한 후 2020년 6월에는 

주식시장 회복으로 107조 원까지 회복하였으나, 2019년 12월 자산 규모 109조 원에는 미치지 

못함

 

그림 Ⅲ-3 변액보험 자산 규모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이 도입된 2005년 이후 변액보험 보험료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최근 들어 

민감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변액보험 도입 초기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주식시장 등락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2011년 이후 주식시장의 횡보세에도 초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 주식시장 상승기에도 초회보험료는 201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011년 이후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Ⅲ-4 변액보험 주식시장 민감도

<초회보험료>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편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이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또한 변액보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

2019년 말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설계사와 대리점이 각각 22.1%, 16.9%임

그런데 2020년 3월 이후 주식시장 급반등 시 변액보험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과 대조됨

최근 은행업권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에 소극적인 입장이며,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펀드와 같이 판매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변액보험의 주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 감소는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의 

정체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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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변액보험 판매채널 추이

<초회보험료 증가율> <판매채널 비중(2019년 말)>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