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투자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가. 경제 환경

1998년 IMF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한국경제는 급격한 금리 및 환율상승, 투자와 소

비 감소 등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되어 1인당 GDP 증가율은 1998년 -33.2%를 

기록하였다.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2년 후에는 환율, 금리, 

경상수지 흑자, 국민소득 상승 등 실업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의 정체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중금리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보험회사는 금리 하락으로 이차역마진 

및 상품경쟁력 하락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연동형 종신보험과 변액

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림 Ⅴ-1> 국내 시중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2000~2005년)

주: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락률

 자료: 통계청



투자보험의 성장 121

한편 국내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은행이자 수익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자 사람들

은 새로운 투자처로 주식시장으로 눈길을 돌렸으며, 금리와 반대로 국내 종합주가지

수는 2000년 504에서 2005년 1,379로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식투자와 간접투

자방식의 펀드투자 열풍이 일어났다. 

<그림 Ⅴ-2> 국내 종합주가지수(코스피)의 변화(2000~2005년)

나. 사회 현황

2000년대 초반은 금리 하락, 주가지수 상승국면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IMF 경제위

기를 극복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형 금융상품보다는 부

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의 증식이 각광을 받았던 시기였다. 

실제로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출시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주가지수가 지속적

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2005년 이후로, 2005년 변액보험의 판매는 2004년 대비 3.5배

가량 증가하였다.77) 

2007년도에는 코스피 지수가 2,000에 가깝게 증가하면서 주식이 포함된 펀드가입 

열풍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기사가 이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77) 금융감독위 보도자료(2006. 10. 31), “최근 변액보험 판매동향 및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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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2007 경제’ (5) 펀드 열풍-심현미 미래에셋 여의도 지점장>

(경향비즈 2007년 12월 기사)

미래에셋증권 서울 여의도지점 심현미 지점장(38)은 올 한해 ‘펀드 열풍’을 실감했다. 주

식형펀드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지점은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고객들의 상담이 쇄도해 점심을 거른 적이 허다합니다. 고객들이 많을 때는 오후 6시에 

점심을 해결한 적도 있지요.” 심지점장은 오전 7시에 지점에 출근하면 직원들과 회의를 한 

뒤 고객들의 펀드 상담에 응한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 지난 6월 이후에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고객들이 몰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간접투자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펀드는 투자자들의 주된 

재테크 수단이 되었고, 시중자금도 주식형 펀드로 대거 이동했다.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수

익률 높은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났다. 

“올해를 펀드 투자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펀드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주식형 펀드 계좌 수가 지난 10월 말 현재 1,500만 개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지점을 찾는 고객들은 샐러리맨뿐만이 아니다.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는 물론 지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 청소를 맡고 있는 아주머니, 택시 운전기사, 택

배회사 직원 등 다양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과 안전

모 차림으로 찾아와 펀드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펀드에 투자하

겠다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펀드 가입요령을 묻는 고등학생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오

라”며 돌려보낸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점장은 “그동안 은행과는 달리 멀게만 느껴졌던 증권사 객장이 일반인들도 쉽게 발

걸음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예전에는 증권

사 직원이 고객을 찾아다녔지만 올해는 고객들이 증권사를 방문한 것도 달라진 점 중의 하

나”라고 말했다.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가두 캠페인을 할 때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졌

다. 예전에는 펀드 상품 안내 팸플릿을 나눠주면 받길 꺼려했지만 올해는 명함까지 달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200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성향은 점차 바뀌

어 갔다. 특히 2005년 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하면서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투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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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상품에 눈길을 돌렸으며,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역시 주식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 규제 현황

1999년 12월 금융감독원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변액보험의 도입 계획

이 발표된 후, 2001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 및 협회는 변액보험의 기초서류 작성을 위

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도입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투신

업계에서는 변액보험의 자산을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식으

로 운용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

였다. 특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적지 않은 법적 논란

을 일으켰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2001년 3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판매 당위성을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설명하였고, 1997년 8월 28일 ｢보험업법｣ 개정으

로 반영된 특별계정 규정은 변액보험상품 도입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간접투자자

산 운용업법｣과 충돌소지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마침내 2001년 4월 27

일 금감위에서 변액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2001. 5. 3 금

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27호)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개발·판매가 허용되었다.78)

이후 2001년 11월 12일 조재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실적배당형보험의 근거를 신설

하고, 특별계정의 재산을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으로 운용토록 제한하

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적배

당형보험은 변액보험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자산운용은 생명보험회사에 맡기되 계약

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어 2002년 1월 26일 ｢보험업법｣이 개

정됨으로써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다. 

78) 생명보험협회(2010),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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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보험 상품 소개

가. 투자형 상품 출시 배경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2000년 이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시중금리가 거의 비슷한 실질금리 제로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시대에는 은행의 저축이자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

극적인 투자 수단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보험회사 역시 저금리 시대의 이차역마진을 해소하고, 타 금융상품 대비 경쟁력 확

보를 위해 변액보험을 도입하였다. 전통적으로 판매하는 정액형 생명보험의 경우 장

기의 보험기간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변액보험은 투자성과를 배분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

전79)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금융당국은 2001년 7월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변액보험의 판매를 허용80)하였고, 7월 9일부터 최초로 변액종신보

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이 종신보험의 형태로 먼저 도입된 

이유는 종신보험이 투자보다는 보장목적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81) 

종신보험은 모든 종류의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고객들에게 설명

이 용이하고, 사망담보에 대한 보험리스크가 적고 투자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크

79)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실적배당)하여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함

80)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변액보험과 유사한 ‘자율설계투자수익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

음. 투자보험료와 보장보험료를 분리시킨 후, 투자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운용하

는 주식 채권투자의 수익률 또는 대출투자 수익률로 부리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이었음

81) 종신보험은 모든 종류의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고객들에게 설명이 용이

하고, 사망담보에 대한 보험리스크가 적고 투자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크게 문제되

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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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생명보험회사는 2001년 7월 변액종신보험, 2002년 10월 변액연금보험, 2003년 7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

임에도 보험 고유의 보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및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연금재원을 일정수준까지 최저보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투자리스크를 관

리하기 위해 계약자가 펀드변경(Fund Transfer), 보험료 분산투입(Account Allocation), 

펀드 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보험료 정액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ing) 기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변액보험 도입 초기에는 판매자격 보유자가 적고 상품내용이 판매자와 계

약자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아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이후 판매역량 향상과 2004년 이

후 주식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변액보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외

국계 보험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높게 설정하고, 주식시장이 성장함으로 인해 고객에

게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어 변액보험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나. 변액보험 상품 소개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보험

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계약자에게 투자성과를 배분함으

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한다.82) 

변액보험의 개념은 1952년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나 상품화하여 판매한 것

은 1956년 네덜란드의 베르다유 회사이다. 자산운용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한 것이 변액보험의 시초가 된다. 이후 

1970년대 미국, 1980년대 일본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장기간 안정성을 추구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인플레이션 가치를 보전하여 수익성

82) 변액보험 상품 개발 초창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입출금이 즉시 처리되는 기존 보험의 

운영방법을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또한 자금 입·출금 시 적용 기

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설정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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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시장의 변액보험 도입>

① 미국의 변액보험 도입 

미국은 1976년 변액보험을 출시하였다. 출시 전에는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펀드의 설계, 상속 및 절세와 연계된 마케팅, 보험판매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컨설팅 능력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이후 1980년에는 고령화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자산운용 상품으로 변액연금이 탄생했다. 당시 변액연금은 사망보험

의 최저보장, 생존보장, 종신연금 등의 특징을 지닌 종합상품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

켰고, 은행과 증권에서도 판매가 허용되었다. 변액보험 출시 후 1990년 말까지 증권시장

의 지속적인 활황과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른 뮤추얼 펀드의 대중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 변액보험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미국 변액보험은 성공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사실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개발단계부터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

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의 불완전 판매로 집단소송을 당하였으며 막대

한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집단소송의 주요내용은 보험상품을 투자상품으로 설명해 고객

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과 과다한 배당을 약속하거나 고객에게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가 비싼 변액연금만을 가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점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변액보험의 성장은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성공할 수 있었지만, 불완

전 판매로 인한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었다. 

② 일본의 변액보험 도입 

일본은 1986년부터 업계 공동상품으로 변액양로보험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하지만 

판매시기가 좋지 않아 변액보험 도입 이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니

케이 지수는 약 4만 포인트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여 1990년 주가는 2만 포

인트까지 하락하였고, 변액보험은 일본의 보험회사들에게 골치 덩어리가 되었다. 

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보험, 투자, 저축의 세 가지 개념을 통합하여 만든 보험

상품이라 할 수 있다.83) 

83)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물가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는 상품(부부금슬보험)을 변액보험

에 앞서 판매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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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입한 변액보험은 시장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될 수 있는 변액양로보험으

로 아무런 보증옵션도 없이 상품을 팔면서 펀드도 다양하게 갖추지 않고 통합형 하나만 운

용해 위험분산 자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986년 변액보험 출시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과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변액보험의 투자수익률만 강조하여 고수

익 투자상품으로 소개하여 판매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액보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

데, 1990년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부동산시장 마저 거품이 붕괴되면서 변액보험과 부

동산을 다 처분해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까지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4만여 건의 변액보험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01년 토지를 담보

로 은행에서 약 5억 엔의 융자를 받고 그 융자금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했으나, 주가 급락으

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 보험계약자가 차에 불을 질러 자살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 일어

났다(박현문 2011). 그 후유증으로 2000년대에 외국계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다시 취급

할 때까지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변액보험이 실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에 철저한 준비 없이 변액보험을 출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두 상품 모두 예정이율을 이

용하여 사망보험금의 현가를 구하고 이를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로 배분하는 일반

적인 보험료 산출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은 보증수수료를 제외하고 보험료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볼 때 일반종신보험은 1억 

원으로 계속 확정적인 데 비해 변액종신보험은 ｢1억 원 + α｣이다. 만약 최소사망보

험금 보증을 1억 원으로 할 경우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최소한 1억 원은 피보험자에게 

보증할 수 있다. 물론, 중도해지 시에는 일반종신보험은 미리 정해진 금액인 반면 변

액종신보험은 미리 정해진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가입 목적이 보험 고유 기능

인 사망 시 보장뿐만이 아니라 중도 해약이나 계약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변액종

신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분석해보

면 변액종신보험이 계약자에게 꼭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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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변액종신보험 일반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기본보험금(보증된 금액) 
+ 투자실적에 따른 변동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일부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에 따라 가산보험금이 

존재할 수 있음)

부리이율
실적 배당률(최저보증이율 없으며, 
적립액이 없을 수도 있음)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 연동

(최저보증이율 존재)
자산운용 특별계정(독립적으로 운용) 일반계정(다른 자산과 함께 운용)
투자책임 계약자 책임 회사 책임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가 안됨
다른 예금상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

<표 Ⅴ-1>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의 비교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6. 7);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수정 인용

또한, 변액보험이 투자형 상품이라 할지라도 금융투자 상품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

이점이 존재한다. 금융투자 상품은 단기운용과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변액

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위에 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구분 변액보험 금융투자 상품

가입목적 
∙ 장기적인 인플레 헤지를 통해 

실질가치가 보전된 보장 제공

∙ 전문투자기관에 의한 간접투자를 

통해 고수익 확보

운용형태

∙ 적립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를 투자하여 자산운용 

실적을 보험금에 가산

∙ 주로 개방형(추가형) 펀드 운용

∙ 주로 1년 이상 단기운용, 고수익을 

위한 공격적 운용에 주력 

∙ 주로 폐쇄형(모집형)펀드 운용

상품상 

차이

∙ 사망보장 제공

∙ 적립액에 대한 최저보증 있음 

(GMDB, GMAB)
∙ 고객이 자산운용리스크 일부 부담

∙ 약관대출 기능 있음

∙ 펀드변경 기능 있음

∙ 자유입출금 기능 있음(VUL)
∙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 

∙ 사망보장 없음

∙ 적립액에 대한 최저보증 없음

∙ 고객이 자산운용리스크 전부 부담

∙ 비과세 혜택 없음

부가비용 ∙ 사업비,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 판매보수,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계약자

권리

∙ 자금운용 지시권 없음

∙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보유
∙ 수익자 또는 주주의 권리

<표 Ⅴ-2> 변액종신보험과 금융투자회사 상품 비교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6. 7)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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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은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적용되어 보험회사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반

면,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게 된다. 또한 변액보험

은 계약자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보험고유의 보장기능인 

사망보험금은 최소한 보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은 최소보장금

액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부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계정으로 운

용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매년 또는 매월 자산을 평가하지만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변액보험은 매일 자산평가 및 결산을 하게 된다.

구분 일반계정 특별계정

Risk 부담 회사 계약자

최저보증이율 있음 없음

자산운용목적
안정성

위주

수익성

위주

자산평가시기 매월 매일

결산시기 매년 매일

<그림 Ⅴ-3> 변액보험의 도해 및 특별계정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6. 7)

<그림 Ⅴ-4> 변액보험 흐름도

자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상품의 소개”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투자리스

크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펀드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펀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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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Transfer), 보험료 분산투입(Account Allocation), 펀드 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보험료 정액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ing) 기능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여 보험계약자의 책임하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옵션 종류 옵션 내용

펀드변경 옵션

(Fund Transfer)
연간 12회 이내에서 해당 펀드적립금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옵션

분산투자 옵션

(Account Allocation)
가입자가 경기 상황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의 

비율을 조정하는 옵션

자동재배분 옵션

(Auto-Rebalancing)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적립금의 

자동재배분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

<표 Ⅴ-3> 변액보험 옵션의 종류 

자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수정 인용

앞서 설명하였듯이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

가 지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특별

계정(펀드)은 크게 채권형과 혼합형 펀드로 구성된다. 채권형 펀드는 주로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와 콜, CD, CP 등 단

기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단기채권형 펀드(MMF)가 있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편입

비율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구분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운용대상
 주로 채권, 대출, 단기자금 등에 

 운용하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음

 주로 채권, 대출, 단기자금, 주식 

 등에 운용함

장점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원금보전 가능성 높음
 안정성과 수익성의 동시추구 가능

 주식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수익률 등락은 거의 없음
 주식시장 활황 시 고수익 획득 가능

단점  저금리 시대에는 고수익 기대 곤란
 주식시장 폭락 및 펀드운용 미숙 시 

 원금보전 곤란

운용적기  고금리 안정화기  저금리 주식시장 활황기

<표 Ⅴ-4> 변액보험 운용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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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은 보험종목별로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변액양로보험

변액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림 Ⅴ-5> 변액보험의 종류

먼저 변액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투자수익을 연

계시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운

영 실적이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증가한다. 그러나 운용실적이 악화

되더라도 기본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이 된다.84) 다만 사망보험금과는 달리 해약환

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을 결합한 변액연금 상품은 안정적인 연금지급이 목

적이므로 보험회사는 펀드 운영 시 기본적으로 채권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하여 안정

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연금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옵션(GMDB)”과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옵션(GMAB)”의 2

가지 보증옵션을 적용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다만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옵션

(GMWB)” 옵션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

재한다. 

84) [감독규정 7-60조 7호]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

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함(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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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옵션 옵션의 내용 도입시기 및 상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옵션

(GMDB)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으로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기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옵션 

2002년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옵션

(GMAB)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으로 연금개시시점에서 

 펀드의 계약자적립금과 기납입보험료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보증하는 

 옵션. 단, 연금개시시점에서 보증하는 옵션 

 으로 연금개시 전 해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해약환금금 

보증옵션85)

(GMWB)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예정적립액을 최저해지환급금으로 보증

2006년
변액 일시납

연금보험

최저연금액 

보증옵션

(GLWB) 

 특별계정의 투자성과에 관계없이 종신까지 

 일정수준의 연금재원을 보증하는 옵션

 GMAB와 다른 점은 연금개시 이후까지도 

 보증하는 것임

2014년
변액연금보험

<표 Ⅴ-5>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의 종류 및 내용 

주: 1) 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2) GMWB: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3) 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4) 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마지막으로 연금보장보다는 목적자금 형성에 중점을 둔 저축성 상품 형태로 변액

유니버셜보험(VUL: Variable Universal Life)이 있다. 이 상품은 변액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결합하여 계약자가 유연한 자금의 인출 및 추가

적립을 통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일정기간의 보험료 의무 납입 후에는 납입 일시중지 및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납입 중지기간 동안 계약자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유지 제

반수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85) 2006년 메트라이프생명은 “W변액연금”에서 동 옵션을 국내 최초 도입하여 배타적 사용권

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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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연계형 상품>

자산연계형 상품은 변액보험과는 다른 투자형 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리스크 성향이 변

액보험보다는 낮고 일반 금리연동형 보험보다는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은 적용이율이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채권 등)에 연계하여 결정되는 

보험으로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채권금리연계형은 보험료를 국고채, 해외채권 등 특정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채권

수익률에 연계하여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AIG생명에서 2003년 12월 15일 “스타

Ⅰ·Ⅱ 연금보험”을 최초로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에 해지하면 계약자적

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므로, 이율확

정기간 중 해지 시 가입시점보다 공시이율이 상승하였다면 시장가격조정률(최고 20%)도 

높아져 해약환급금은 감소하도록 설계되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특징으로는 장기투자형 상품으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강점으

로 내세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이자 또는 배당에 대

한 소득세를 내야하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는 가입 후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자는 자유입·출금이 가

능한 유니버셜 기능을 통해 중도에 자녀교육, 자녀 결혼, 주택 구입 등 필요한 자금을 

일부 인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자금은 장기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장

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2004년 도입된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의 경우 최

저해약환급금 지급보증을 위한 옵션이 없고, 초기에 해지할 경우 신계약비에 대한 해

약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이 적어 계약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따른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원 리스크에 대해서는 Ⅳ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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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연동형(EIA: Equity Indexed Assurance)은 최저보증이율(1.0~1.5%)과 공시이율

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하여 그 성과를 계약자에게 지급

하는 상품으로, 알리안츠생명에서 2006년 2월 1일부터 “알리안츠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최

초로 판매하였다. 이 상품은 주가지수 평가기간 중 월별 주가지수 등락률(상한과 하한 설

정)을 합산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하였다.

또한 금리스왑연계형은 은행 등에서 발행한 금리스왑연계채권에 투자한 후 장·단기 금

리스왑률에 연계한 성과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서 2006년 3월 

2일부터 “플러스찬스 연금보험”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계약 체결 시 달성 가

능한 최대이율인 목표이율(target rate)을 제시하고, 장기(5년)와 단기(3년)간 금리가 역전될 

경우에만 성과이율이 목표이율보다 낮아질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었다. 이후 2007년 6월 

28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9호)으로 자산연계형보험의 판

매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연계자산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도록 하여 일반상품의 손

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분하였다.

3. 변액보험 상품의 성장요인 분석

가. 상품매력도와 고객 니즈 측면 

2001년 변액보험 출시 이후 2004년 증시 활황과 함께 변액보험 시장은 크게 성장

하였다. 변액보험상품의 성장요인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변액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계약자는 더 많은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에 일반 보장성 상품의 예정이율보다 0.25~0.5% 정도 높은 이

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구매 목적이 저축이 아니라 보장이라면 변액

보험을 선택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받는 것이 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변액보험의 다양한 보장내용이다. 최초의 변액보험은 사망담보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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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설계하였다면, 이후에 연금보험, 양로보험, CI 진단보험금 그리고 최근에는 

주요 질병의 진단을 함께 보장하여 보험금 지급이 다양해진 변액 보장성 상품이 출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액보험은 다양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보장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 활용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최초의 변액 보장

성 상품은 기본 보험금에 대한 보증만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활용 가능한 자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는 실적배당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펀드와 수익률 창출을 위한 안전장치 기능의 확대에 있다. 현

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변액보험은 상품별로 적게는 4~5개, 많게는 30여 개의 펀

드를 운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품 개발 초기의 채권형과 혼

합형 중심에서 지금은 주식형, 해외투자형 등 매우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소

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펀드변경, 

분산투자, 자산자동재분배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기본 보험금 및 계약자 

적립액 보증을 위해 다양한 보증옵션을 부가하여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

험회사의 노력으로 변액보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보험회사의 주력상품이 되면서 독립대리점 및 법

인대리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상당한 규모의 독립대리점들이 탄생하였다. 보험

회사들의 판매지원 조직과 더불어 은행, 증권사들의 프라이빗 뱅커 육성으로 변액연

금 판매가 활성화되었다. 2005~2006년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이 은퇴자산에 대한 광고 

및 홍보활동과 캠페인 전개에 힘을 쏟으면서 연금보험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변액보

험 시장에서 중·소형 보험회사의 높은 점유율은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되었다.

변액보험은 판매자 측면에서 보면 부유층과 기업 임원, 자영업자, 고소득 직장인,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능률 설계사들은 변액

보험 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저축성이 강한 장기투자형 상품임에도 불

구하고 상품의 조립비율에 따라 기존의 저축, 연금보험보다 판매수수료가 훨씬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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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더욱 인기가 있었다. GA나 남성설계사들은 이 상품으로 고소

득층을 공략해 높은 소득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외

국계 생명보험회사 및 일부 국내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액보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주식시장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변액유니버셜보험 출시 당시 초저

금리 수준으로 사람들은 예·적금이 아닌 주식과 연계한 투자상품에 눈길을 돌렸다. 

특히 2007년 이후 적립식 펀드의 대중화가 시작되었고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소

비자의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그림 Ⅴ-6> 종합주가지수(KOSPI 평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변액보험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체 수입보험

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9%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투자 리스크

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변액보험 상품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19조 원으로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16.2%를 차지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중에서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

버셜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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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액보험 
생명보험

전체종신 연금 유니버셜 기타 소계
비중

(변액/전체)

2006 330 5,042 5,630 526 11,528 17.30 66,455

2007 340 8,250 8,230 572 17,391 23.20 75,096

2008 364 7,943 8,613 672 17,592 23.90 73,561

2009 358 8,479 7,721 631 17,188 22.30 76,957

2010 380 10,158 8,259 617 19,413 23.40 83,007

2011 405 11,277 9,004 608 21,294 24.20 87,836

2012 419 10,850 9,296 659 21,223 18.40 115,309

2013 321 7,106 7,495 622 15,544 20.10 77,237

2014 485 8,637 10,611 939 20,671 18.70 110,575

2015 529 8,071 10,829 1,214 20,643 17.60 117,214

2016 540 7,420 10,357 1,088 19,406 16.20 119,811

<표 Ⅴ-6> 상품형태별 판매 추이 
(단위: 십억 원, %) 

주: 2013년은 4~12월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온라인통계시스템(INsis)

나. 회사별 상품판매 전략 측면

보험회사별로 변액보험 판매 추이를 보면, 변액보험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대졸 남

성설계사 조직의 비율이 높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

았다.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초창기에는 변액보험 운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부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속채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변액보험 판매에 소극적

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도 대졸 남성설계사 조직 확대와 방

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변액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변액보험 상품이 취약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우려하였다. 또한 저축성 기능이 강한 변액보험보다는 이익

률이 안정적인 보장성 상품 위주의 판매 전략을 중시했기에 변액보험의 포트폴리오

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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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회사별 변액보험 시장점유율(초회보험료 기준)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앞서 설명하였듯이 변액보험 상품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판매가 되었다. 특히 초창기 메트라이프생명은 변액보험 상품의 도입 및 판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2003년 하반기에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하여 크게 성공

을 거두었다. 이 상품은 보장은 최소한으로 하고 저축 중심으로 조립한 장기투자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저축과 보장의 조립비율에 따라 활용가치가 달라지는 장

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삼성생명도 2004년 9월 변액유니버

셜보험을 개발 및 판매하였고, 주가 상승기와 맞물려 판매 비중이 한 상품에 지나치

게 치우칠 정도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변액보험은 생

명보험업계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구분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소계

Big 3 106,060 5,150,182 5,206,356 11,139,504 

외국계 181,488    757,951 2,810,171  3,856,244 

중·소사 252,832 1,511,865 2,340,882  4,410,430 

<표 Ⅴ-7> 회사별 변액보험 판매현황(2016년)
(단위: 백만 원)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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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액보험 상품 리스크 요인 분석

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리스크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약점

이 있다. 변액연금과 달리 변액유니버셜보험은 GMAB나 GMWB와 같은 보증옵션의 

운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가변동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예정사업

비 부가율도 높아 계약자가 조기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적었다. 특히 상품 가입 후 7

개월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없어 조기 해약자의 민원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적

립식 펀드와 비교해 보면 적어도 13~15년 이상 유지해야만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수익

률이 적립식 펀드보다 높아질 수 있다.86) 

따라서 장기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변액보험 상품은 계약자 민원 리스크

가 매우 큰 상품이다.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금융투자회사의 펀드와 동일한 상품처

럼 설명하고 판매했다면 계약자는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환매해도 약간의 수수료

만 내고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았다. 또한 과도한 수

익률 예시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역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로 이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는 신문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87) 따라서 변액보험 

판매 시 조기에 해약하는 경우 사업비 공제로 해약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는 사실

과 변액연금보험과 같이 보증옵션이 없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86) 변액보험은 기준금리 1%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판매되었지만, 실

질적으로 기대하는 수익이 나는 대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

자들의 불만 또한 매우 높았음. 최근 언론보도(한국일보 2017. 10. 16)에서는 40대 남성

이 월 2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상품(기대수익률 연 3%)

에 가입해 9년차에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2,180만 원) 회수는커녕 평균 62만 7,494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계산됐으며, 같은 기간 은행 적금만 부어도 약 135만 원(올 8월 기준 

평균금리 1.6% 적용)의 세후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도하고 있음. 특

히 2012년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사업비를 낮추기도 하였음. 그러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제기된 사업비 후취형은 도입이 되지 않았음

8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7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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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007년에는 적립식 펀드열풍과 함께 변액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

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변액

보험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변액보험 보험리스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의 적용”, “판

매·광고 및 공시제도의 강화”, “변액보험 결제방식의 변경(과거 가격결제 방식 → 미

래 가격결제 방식)”, “소규모펀드의 통폐합 근거 검토”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18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131호)으로 변

액보험 보험리스크가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되었고, 2007년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변액

보험 모범판매 규준(2007. 2. 1)｣, ｢생명보험상품 통일공시기준(2007. 4. 1)｣ 및 ｢생명

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2007. 6. 25)｣을 각각 개정·시행하였다.

나. 보증옵션 리스크

변액보험 상품은 개인의 투자성향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펀드를 선택함으로써 

계약자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함으로써 보험급부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변

액보험은 출시와 함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본질적으로 투자성

과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이다. 즉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 성과가 좋지 않

을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고 보장이라는 보험 고유의 목적을 상

실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보증옵션

을 부가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즉 계약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증수수료를 받

고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 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데, 이를 최저보증급

부라고 한다. 변액보험의 펀드가치가 약정한 최저보증금액을 하회하더라도 보험회

사는 투자손실액 전부를 보전하여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최저보증금액을 지

급받도록 하고, 대신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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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보생명이 2002년부터 최저보증옵션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보증옵션은 변액보험에서 계약자가 전적으로 감당하던 투자리스크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분담함으로써 투자형 상품의 취약점인 계약자의 원금손실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주었다. 보증옵션은 보험회사 및 계약자의 입장에서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어 변액보험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증옵션 발행과 함께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변액보험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시현하는 시기에는 지급보

증옵션이 외가격(Out-of-the-money) 상태에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률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지급보증옵션이 내가격(In-the-money) 

상태에 접어들어 보험회사는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보험회사가 받은 최저보증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자 수와 함께 증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옵션이 추가된 변액보험 계약의 규모가 큰 보험회사일수

록 보증옵션의 리스크 관리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변액보험을 오래전부터 도입한 미국 보험회사에서는 변액보험의 보증옵션에 내재

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하거나 헤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

국 변액연금시장의 경우 1990년대는 주식시장이 상승기로 보증옵션이 외가격 상태

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지급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인해 다

수의 보증옵션이 내가격 상태에 접어들면서 보험회사들은 최저보증의무를 이행해야

만 했다. 보증리스크의 현실화를 경험한 다수의 미국 보험회사는 보증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감독당국은 준비금 및 자기자본규제제도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의 RBC제도를 보완하여 변액연금의 주식리스크와 금리리

스크를 모두 고려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에게 있어 보증리스크의 관리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보증옵션에 내재된 리스크를 관리하

기 위해 재보험 가입이나 헤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여 왔다.88) 금융감독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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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제도89)로는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측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보증옵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보증옵션 리스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외 재보험회사와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외 재보험회사90)에서 요구하는 재보험수수료가 보험회사

가 예상한 가격보다 너무 높아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변액보험 상품의 진화

초기에 개발된 변액보험 상품은 변액종신보험(2001년), 변액연금보험(2002년), 변

액유니버셜상품(2003년)이다. 이후 CI보험에 변액기능을 추가한 변액 CI보험, 어린

이보험에 변액기능을 추가한 어린이 변액보험 등이 출시되었다. 

2017년 6월 현재 20개 생명보험회사에서 60여 종의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초

창기에는 주로 기존 상품(사망, 연금, CI, 어린이)에 변액기능을 추가한 상품으로 진

화되었다면 간접투자 상품이 열풍인 2006년과 2007년 이후에는 운용펀드 유형, 보험

금 보증내용의 강화, 실적배당의 강화를 통한 수익률의 확대 등 경쟁적으로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다. 

88) 업계는 공동TF를 구성하여 보증리스크 산출방식을 검토하였으며 감독당국은 이를 바탕으

로 보증준비금을 산출함. 일부사는 독자적으로 보증리스크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재보험 출재를 검토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89) 보증수수료 적립을 통한 보증준비금 산정방식과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분을 리스크 익스

포져로 간주하여 변액보험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임

90) 보증옵션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외 재보험회사는 우리나라 국경 간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서 생명보험회사와 직접 접촉하여 거래를 자세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

메일로만 연락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해외 

재보험회사는 보증옵션 재보험이 활발한 일본으로 출장을 왔을 때, 대면하여 협의할 것

을 계속하여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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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변액보험 상품의 진화 

가. 자산운용 펀드의 다양화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여 높은 수

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하여 다양한 펀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중·소형 보험회사 중 변액보험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미래에셋생명은 회

사 자체적으로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펀드 시리즈를 도입하였다. 이 상품

은 주식형 펀드의 비중에 따라 MVP30(주식편입 비중이 30%를 의미), MVP50, MVP60

으로 구분하였고, 현재까지 MVP60의 누적수익률은 1년 4.06%, 3년 12.49%이다. 이는 

보험업계 전체 변액보험보험 펀드의 가중평균수익률인 1년 4.04%, 3년 수익률 8.87% 

대비 각각 0.02%, 3.62%가 높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기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알아서 자산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MVP펀드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하며 MVP펀드 도

입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91)

또한 알리안츠생명의 경우는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펀드의 편입비율을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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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무)하모니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이 상품은 계약자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가입 초기 저연령대에서는 주식투입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추

구하며, 장기 유지에 따라 연금개시시점(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비중을 높여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자산운용펀드중 하나인 ETF(상장지

수펀드)와 연계한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을 출시하였다. ETF는 거래소에 상

장되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인덱스펀드로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보다

는 수익성이 낮을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운용보수도 다른 펀드 대비 낮은 편이며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의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92)

<그림 Ⅴ-9> ETF 연계 변액보험 상품 구조

자료: 생명보험협회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알파고”의 영향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인공지

능 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탑재한 변액보험상품도 출시되었다. ING생명이 선보인 

변액보험 상품은 “(무)모으고키우는변액적립보험2.0”과 “(무)ING TwoXTwo 변액적

9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424000189

9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424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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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보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펀드를 탑재하였다. 로

보어드바이저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직관과 감정 등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도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그 결과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

닝 프로세스를 통해 금융시장의 다양한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93) 

ING생명과 마찬가지로 알리안츠생명 역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알리안츠

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개발하였다. 이 상품은 운용자산 포트폴리오에 알리

안츠의 인공지능 팀챌린지 자산배분형 펀드를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알고리즘은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투자펀드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변액보험의 

자산배분 전략을 결정한다. 채권형 펀드와 팀챌린지 자산배분 펀드 6종으로 구성되

어 있어 더 다양한 자산배분전략 옵션을 제공해 준다.94) 

나. 보증옵션의 강화 

최초의 변액보험 부가옵션은 2002년에 도입한 GMDB(최저사망보증옵션)와 

GMAB(최저연금 적립액 보증옵션)이다. 당시에는 변액보험의 종류가 많지 않았고, 

미래 수익률의 정확한 전망, 헤지 수단의 부족, IT시스템 구축 등의 제한으로 인해 다

양한 보증옵션을 도입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증옵션을 추가함에 따라 변액보험은 진화하기 시작하였

다. 이때 추가된 대부분의 보증옵션은 변액연금상품에 적용된 GMAB(연금액 보증옵

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9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03107

9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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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형태 보증내용 국내도입

GMAB
Optional 

reset

최저보증에 Reset 기능을 적용해 5년 시점마다 

최저연금적립금(GMAB) 및 최저사망보험금

(GMDB)의 최저보증기준을 갱신할 수 있는 옵션

2007년 도입

GMSB

GMSB(Guaranteed Minimum Step-up Benefit) 
옵션은 투자성과에 상관없이 “기본적립금 

보증일”에 기납입보험료의 100% 및 x%씩 체증한 

금액을 보증

개념적으로는 

2007년부터 적용, 
체계적인 도입은 

2009년 

GLWB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은 연금개시 이후의 

최저연금액을 보증 

 기존의 GMAB의 경우 연금개시 전에만 

연금재원을 보증하였으나, GLWB는 

연금개시 이후에도 보증하는 옵션 

2014년 도입

GMSB
GMSB(Guaranteed Minimum Surrender 
Benefit) 옵션은 시점에 관계없이 항상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

2010년 변액보험에 

부가

<표 Ⅴ-8> 보증옵션의 진화 

<그림 Ⅴ-10> Step-up 보증옵션 Sample

자료: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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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GLWB(최저연금액보증)옵션 Sample

자료: 생명보험협회

다. 실적배당의 강화 

변액보험은 도입 초기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하는 수준에서 개발되었고, 이후 보

증내용의 강화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실적에 대한 배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되

고 있다. 과거에는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 수준에서 보증하였다면, 최근에는 더 높

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연금재원에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을 추가하였

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더 많은 기대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변액연금상

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과거 최저연금액 보증 상품                                  실적배당형 변액보험

<그림 Ⅴ-12> 실적배당형 변액보험 Sample

자료: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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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액보험의 추세는 변액기능과 함께 저해지 환급금의 개념까지 반영한 하이

브리드형 변액보험이 개발되고 있다. 앞서 종신보험의 성장에서도 보았듯이 저해지 

종신보험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와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이다. 하이브리드

형 변액보험은 변액보험에 저해지 종신보험의 장점을 결합하여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한 계약자에게 연금재원을 더 높여주는 특징을 가진 상품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출시한 삼성생명의 변액연금상품은 변액기능과 함께 저해지 환

급형 상품의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되었다. 이 상품은 타 변액보험 대비 높은 연금보

증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로 대신 저해지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특징이다. 원래 저해지 수수료는 보험료 할인에 사용되나 이 상품에서는 

이를 보증수수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높은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림 Ⅴ-13> 하이브리드형 변액보험 Sample

자료: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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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투자형 상품의 개발 전망

2001년 변액종신보험 출시 이후에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변액

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개발한 변액보험의 진화 방

향은 “보증의 강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다양한 보증옵션이 존재하

고, 보증옵션에 대한 헤지 수단에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아마도 향후 변액보험

의 개발은 투자 및 헤지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보증옵션 수수료를 조정(삭제 또는 낮

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앞서 삼성생명의 변액연금처럼 변액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부가한 

하이브리드형 상품 또는 고령자나 유병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보증해 주는 

상품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Ⅴ. 투자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투자보험 상품 소개
	3. 변액보험 상품의 성장요인 분석
	4. 변액보험 상품 리스크 요인 분석
	5. 변액보험 상품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