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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세계 46위 세계 36위중국 보험사 최고29위

중국 최초 보험사는 1805년 영국인이 광저우에 설립한 캔톤 보험

1865년 최초 중국인 경영 보험사 상하이 이허보험 설립, 1949년까지 중국 본토에 60여 곳 보험기관 설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60여 곳의 보험기관은 중국인민보험으로 합병(중국 인민은행 소속)

1958년 중국 계획경제 시기 진입, 해상보험 외 업무를 중단했다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보험업무 본격적 재개

2018년 현재 중국내 보험사 170곳, 보험료 규모 세계 2위. 보험밀도, 보험침투율은 지속 발전 중

세계 500대 기업원수보험료 보험밀도 보험침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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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InsurTech)란, 보험산업 참여 주체가 리

스크 관리 혁신과 보험서비스 효율 제고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보험산업의 새 영역을 일컬음

중국보험

보험산업 

보험대국 보험강국

외연 성장
정교화 바탕

의 성장

블록체인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DNA검사   IoV  드론     웨어러블기기

정의 키워드

① 신규 데이터
• 센서 데이터, SNS 

데이터 등

② 신규 리스크
• 네트워크 리스크

① 데이터 다양화
• 기록의 디지털화 

② 리스크 모델

③ 디지털 컴퓨팅 

① 365일 24시간
   고객서비스 제공

② AI 보험 상담

③ 모바일 보험가입 

① 디지털 플랫폼

② 영업채널의
    다변화

①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② 보험금 심사 
    자동화
③ AI 계약체결

운영 및 관리 - 클라우드, 자동화 프로세스, 디지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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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2017년 핑안그룹 인터넷 고객수 4억명 돌파

태생기

1997~2007년

ú 1997년    인터넷 보험 정보 교환
                   사이트 최초 설립
ú 2000년    태평양보험�핑안보험
                  홈페이지 개설
ú 2005년    전자서명법 제정

2008~2011년

중국 Insur Tech 발전사

탐색기

ú E-Commerce 
     플랫폼 대두
ú Huize�Xiangrikui 

등 인터넷 보험 
     중개사 설립

발전기

2012~2013년

ú 보험사 채널 다변화 - 
     홈페이지, 보험슈퍼마켓, 
     온라인 보험마켓 등

ú 2008년 핑안그룹, 자회사 “핑안 테크” 설립

2013년 이후

폭발
성장기

ú 온라인 보험  추세 뚜렷함
ú 보험 모바일�페이퍼리스 
     �AI 사용 가속화

ú 2014년 핑안그룹,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 자회사와 “One ID”r
계정 서비스 도입

ú    “One ID” 서비스를 기반으로 매년 12월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2017년 핑안 산하 자회사 14곳 28일 만에 매출액 1060억 달러 기록

ú 2017년 7월, 핑안그룹, 안면 인식�AI 예측서비스�AI 의사결정서비스 출시
ú 2017년 9월 핑안 스마트 보험금청구 출시, 30분내 보험금 지급, 최고 26초 소요

ú 2004년 “앤트파이낸셜”의 전신 “알리페이” 설립
     현재 알리페이는 5억 2천만 실명 사용자 보유, 70개국 사용

ú 2014년 앤트파이낸셜 설립. 자회사로 알리페이�Zhima Credit 등 사업 보유
ú 2017년 앤트파이낸셜 “자동 손해사정” 및 “자동 차보험 가격 산출” 상품 출시
     (현재 앤트파이낸셜 사용자수 약 6억 명, 자산 규모 약 3,000억 달러)

원년

인터넷보험 시대 인슈어테크 시대

ú 2017년 중국 Insur Tech
기업 200여곳 창업

ú 2012~2017년
     인슈어테크기업 주식거래
     금액 16억 달러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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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도입 후 중국 보험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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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존 보험사 총 170곳.  그 중 15곳 보험사가 48개의 테크니컬 자회사 설립
        - 기존 보험사들은 “고객 체험 중심의 프로세스 재구축”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품전략 및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과 선도적 시장 지위 유지에 총력
           (중국 PICC, 차이나라이프, 중국핑안보험그룹, 안방보험그룹, 태평양 보험그룹 등 대표적 기업)

                 핑안 사례 :  

중국핑안
보험그룹

▫ 1988년 설립, 본사 선전(深圳)에 위치, 매출액 1,442억 달러
▫ 순이익 138억 달러, 세계 3위 보험사,  시가총액 1위

중국핑안
테크놀로지

▫ 직원수 2.5만명, 70억 달러 투자,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 투자 예정
▫ 특허 6,000여 건 보유(중국금융기관中 1위)

핑안그룹
기술혁신

▫ 안면 인식(정확도 세계 1위), 음성(보이스 프린트) 인식, 마이그로 표정 인식
▫ AI 초고속 심사•지급, AI의학영상분석(폐결절 영상 분석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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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빅데이터 : 8.8억 명의 얼굴 데이터 

• 인공지능 :  

▫  딥러닝 · 바이오 검증 · 

    얼굴대조 · 신분증인식 기술

 효과

 활용

활용
•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대출시

고객인증용, 자필서명 완전 대체

기술
• 빅데이터 :

ú 54가지 미세표정 자료 10만 건↑

ú 30만 건 실제 표정판독 사례  

• 인공지능: 

ú 딥러닝

ú 콘볼루션 신경망(CNN)  

1

정확도 99.8%로  세계 1위, 업계보급 목적 

안면 인식 음성 인식 표정 인식

텍스트 판독 정확도 99.8%

기술
• 빅데이터 : 수억 시간의 음성DB

• 인공지능 

▫  딥러닝, 바이오 검증

    음성DB1:1검색대조기술   

• 고객 확인/등급 판단을 통한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

• 보험사기 효과적 예방

활용

효과

• 전화 고객확인 8초

• APP 고객확인 3초

• 사기위험 90% 차단

• 정보유출 위험 99% 감소

효과

미세표정 판독 세계 1위

• 全 분야 상용화, 영상중 고객의 
미세표정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한 대출사기 위험예방 및 위험 
관리 역량 향상

• 현재 사기탐지 정확도 80%↑

• 보험금심사, 대출심사, 사기탐지• 선전공항 보안, 핑안사옥 출입

• 2018 . 6월까지,  17 . 5억회 사용,
보험 등 200여 분야 응용

• 핑안은행 30초 안면인식 현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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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① 핑안 APP 로그인  ② 사진 촬영 

      ③ 차량 모델 식별    ④ 파손 정보 수집 

      ⑤ 손해 정도 판독     ⑥ 자동 견적 산출 

       ⑦ 고객계좌로 보험금 입금  

       특징 
      ① 실제 손해 이미지 훈련  ② 딥러닝

      ③ 심사 규칙 3만 건  ④ 판독율 90%

      ⑤ 초고속 손해사정

       효과 
      ① 보험금 지급 신속처리 NPS 82%

          - 중국 자동차보험 평균 NPS 26%

      ② 보상인력 30% 감소       

      ③ 보상 1차 자동 심사율 99.7%

      ④ 손해사정 속도 4,000배 향상(초단위)

핑안생명 - AI 초고속심사•지급 

    프로세스
       ① 핑안 One ID APP 로그인 

       ② 보험계약서비스 클릭

        ③ 보험금 청구, 사진 자료 업로드

       특징 
       ① 인공지능심사시스템, 위험관리시
           스템, 통합신용정보시스템, 빅데
           이터, 병원 직접 연계 등을 통한  
           신속•정확한 처리

       ② 과거 일반 청구건 처리기일 3일,
          현재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최고 26초 처리 (일반 청구건 30분)

       효과 
       2015년 본 서비스 출시후 NPS 33%

       - 2014년 핑안 “-14%”, 업계 평균 25%

주)： NPS=Net Promoter Score
        고객 순추천치 & 충성도 지표

1

자동차보험 
초고속 심사•지급

생명보험 
초고속 심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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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전문 인터넷보험회사로, 2017년 기준 직원수 약 2,500명, 연간 수입보험료 

  약 8.5억 달러, 동기대비 성장률 75%, 중국 손보시장 18위;

- 온라인 보험 판매와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에 특화된 회사로,  고객층은 e-커머스, 인터넷 사업자, 인

  터넷 소비자가 주요타겟이고 상품은 컨텍스트 마케팅, 고사용빈도, 세분화 특징을 갖고 있고 주주에 대

  한 영업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주력상품은 반품운송보험, 알리페이계정안전보험, 항공기 지연착보험 등  

- 2017년 9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시가총액이 약  129억 달러에 달함

정의: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마케팅, 보험금 심사·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대표업체: 2013년 10월에 알리바바·텐센트·핑안보험이 중국 최초의 인터넷보험회사인 중안(衆安)보험회사 공동 설립

             2018년 기준, 중국내 전문 인터넷보험회사 4개(모두 손보) - 중안보험, 타이캉온라인, 안신온라인, 이안온라인
              

                중안보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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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안보험은 중안테크놀러지회사를 설립하여 인슈어테크 기반의 상품 ABCD 즉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를 개발 및 적용중. 그중 특히 A와 B에 주목함.  

인공지능기술 보험의 모든 분야에 적용 중 블록체인기술

ú 기술 : 2017년 5월 5일, 블록체인•AI•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Anlink' 플랫폼 런칭,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보험업
무시스템 구축

ú 기능 : 건강보험의 전자계약 형태 저장 구현, 보험계약과  
고객 및 보험금 청구 등 정보 탈중심화 블록체인으로 구축

ú 장점 : 

ú 효과 : 2017년 2월 기준, 블록체인저장기술을 이용한 건강
        보험 전자계약 처리 건수 21.27만 건, 해당 수입보험
        료 규모 약 540만 달러

'Anlink' 전자계약 저장시스템

ú 가입 : AI를 이용한 고객 상품 상담서비스와 원스톱 청약

ú 인수 : 보험료 책정 변경, ex. UBI 자동차보험 보험료 책정

ú 보험금 청구 :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구 정보 진위 및 사기 탐지

ú 손해사정 :  AI를 이용한 손해 사정

ú AS : 고객서비스 로봇이 로그 자동 분석(고객관심상품 및 불만 분석)

ú 운영 ：시장 상황, 홍보, 여론 분석 보고서  자동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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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 신기술을 전통산업에 접목하여 사고(思考)방식의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사업모델 혁신을 바탕으로 인터넷과 전
         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신생업체 
 대표업체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등 중국의 IT 대기업으로 자체 기술과 트래픽, 고객서비스 등 역량을 활용해   
          제3자보험판매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선진 보험기술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 

• 인터넷 사업허가를보

유한 보험중개사 

100% 지분 인수

• 2018년 2월 바이두 

웰렛에 보험중개플랫

폼을 런칭하여 각종    

보험사 상품 판매

• 앤트파이낸셜이 AI

서비스, 손해사정 

시스템 '딩순바오

(定损宝)', 자동차보

험점수 '처센펀(车

险分)'  출시

• 보험사에 기술 지원

• 보험판매플랫폼 

WeSure에서 의료보

험, 자동차보험, 정기

보험，상해보험 판매

• 위챗 원스톱 지급,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통해 처리

• 알리안츠(중국)손보의 

지분 30%를 약 7천만 

달러에 인수(2대주주)

• 보험판매플랫폼으로

서 주요보험사의 자동

차보험, 건강보험, 생

명보험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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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 파이낸셜이 2017년 6월에 AI 기반의 손해사정 시스템 '딩순바오', 블랙체인 기반의 자동차보험점수 '
처센펀' 등 다양한 인슈어테크 상품 출시. 해당 상품들은 모든 보험사에 오픈된 것이 특징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손해사정과 보험금 심사•지급 등 업무에서 대규모 비용절감 효과 구현.

딩순바오(定损宝) 자동차보험회사 2.9억 달러 비용 절감 처센펀(车险分)

ú 기술 : AI 이미지처리기술,  객체 탐지·식별기술,  작동환경
        이해·판단 등 다양한 기술 활용

ú 기능 : 파노라마사진(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해 파손부위를 
             확인하고 부위사진을 통해 손상정도를 분석한 후, 
             클라우드 서버의 산출규칙에 따라 손해액 산출

ú 장점：

ú 효과：이미 여러 보험사에 수천 만 회 서비스 제공, 손해
        사정인력 업무량 75만 시간 이상 감축, 보험금 심사
        및 지급 비용 2.9억 달러 절감

ú 현재 2.0버전 개발 중, 일반고객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손해
사정 가능. 출시 후 차량사고로 인한 교통체증 50% 감소, 
보험금 심사 및 지급효율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

車보험료 산출을 위한 평점시스템

ú 기술 : 빅데이터, 인공지능(고객위험정보 발굴 및 분석)

ú 기능 : 앤트 파이낸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페르소나 데이터와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람과 차
             량 두 가지 측면에서 차량소유자의 위험 분석後 점수 매김
             (점수가 높을 수록 위험가능성은 낮음)

ú 장점 :

ú 효과 : 2017년 9월, PICC, 태평양 손보, 차이나 라이프 등 18개 
        보험사와 협력관계 체결 ; 

             보험료 산출 시 분류 기능 현저하게 향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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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과정 단축 :  예측 자동화로 가입과정 몇분 내지 몇초로 단축

▫ 수작업 감소 :  AI 딥러닝으로 보험료산출 및 손해사정의 수작업 점차 소실

▫ 고객체험 향상 : 24시간 고객서비스 실현

▫ 운영 비용 감소 : 업계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개별적인 투자비용 감소

▫ 스마트 보상 : 고객 청구/보험사 승인 없이 완전 자동화

▫ 도덕적 해이 예방 : 보험사기와 자금세탁 방지 위한 서비스 제공

▫ 시장 경쟁 가열화 :  보험업계와 과학기술업계의 경쟁을 통화 고도화

▫ 과학적인 규제 : 첨단 조기경보체계를 통한 보험사 이상징후 모니터링

보험
회사

▫ 임 원 : 최신 과학기술 지식 습득, 전사 성장전략 수립

▫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내외 데이터 통합 및 활용
▫ 데이터 양과 질을 바탕으로 한 위험 식별·계량화·관리
▫ 데이터 관련 엔지니어/과학자, 클라우드 전문가, 체험

설계사 등 고급인력 채용 및 육성
▫ 내부 육성과정 강화를 통한 직원들의 데이터플랫폼 활

용 능력 향상

긍정적인 측면

리스크 측면

▫ 네트워크 보안 : IoT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 

▫ 준법 리스크 : 로봇 진단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대상의 변화,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준법리스크 존재 

▫ 운영 리스크 : 시스템 결함, 비합리적 설계로 인한 의외의 손실 발생

향후 보험산업 발전 방향 대응전략 제안

2035년에 인공지능의 보험산업 활용비율 75% 예상

▫ 직 원 : 플랫폼·데이터·기계 운영 능력과 실행력 구비 

▫ 첨단기술 파악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시에 리스크 발견 및 조치                      

▫ 산업 육성 : 신사업영역에 대한 양호한 성장환경 조성

▫ 법규 보완 :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춰 법규 개정

업계 
종사자

감독
기관

▫ 설계사 : 보험전문성과 종합재무상담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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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계 인터넷 대회 중외대표 간담회 이커창 총리 

     “인터넷 공유와 동참을 통한 대중 창업·혁신 추진”
▫ 2015년 중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이커창 총리

     최초로 “인터넷 +”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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