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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시장 개방

1.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시장7)

가. 개혁·개방 이전의 보험시장(1949~1979년)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1979년 개혁·개방 시행 전까지 중국 보험산업

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시 중화민국 민영보험회사를 인수·관리하고 국

민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인민보험공사를 설립했으며, 중국인민보험공사는 1958년

까지 국내외 보험업무를 영위했다가 1958년 이후 해외보험만을 영위함

- 당시 중국인민보험공사는 중국인민은행의 산하 부처임

- 1958년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 시행으로 국내 보험업무를 중단함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61개 외국 보험회사들

은 중국 신정부의 특권폐지 및 감독강화로 1952년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함

- 당시 외국 보험회사들은 주로 상하이, 톈진, 광저우, 칭다오 및 충칭에서 보험

업무를 영위했음

나. 개혁·개방 이후의 보험시장(1980~1992년)

○ 1979년 중국 정부는 국내 보험업무 재개를 결정했으며, 1980~1985년 중국인민보험공사

는 중국 보험시장을 독점했음

∙ 1979년 중국 정부는 해외보험업무만을 영위했던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업무범위를 

국내 보험업무과 재보험업무까지 확대함 

7) 腾讯网(2019), “214年！图说中国保险血泪史”(https://new.qq.com/omn/20190801/20190801A093PD00.html?pc);

   中国保险报网(2018), “中国保险业改革开放40年大事记”(http://www.sinoins.com/zt/2018-12/17/content_279054.htm);

   保险中介(2013), “建国后的保险历史”(http://finance.sina.com.cn/money/insurance/bxfw/20130815/15301645981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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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중국인민보험공사는 국무원의 직속 경제기구로 조정됨

○ 1985년 중국 정부는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를 발표했으며, 1986~1991년 신장병단보

험공사, 중국평안보험공사, 중국태평양보험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중국 보험산업은 4개사

가 정립한 국면에 진입함

∙ 1985년 발표된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는 중국 정부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해 제정한 최초의 보험산업 감독관리규정임

- 동 잠정조례는 보험회사의 설립, 중국인민보험공사, 지급여력과 보험준비금, 재

보험 등과 같은 내용이 있음

규정내용 세부 내용

보험기업의 
설립

국가보험관리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보험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것; 
보험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있는 것 등

중국인민보험
공사

전국에서 원수보험, 재보험을 경영하는 국영기업; 업무범위는 각종 원수보험 및 재보험
업무, 기타 보험기업에게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업무, 국가가 허가한 기타 업무, 법정보
험업무, 외화보험업무, 국영, 외자, 중외합자 기업의 보험업무, 국제 재보험업무 등

지급여력과 
보험준비금

생명보험기업은 생명보험준비금, 손해보험기업은 미경과책임준비금 적립 필수; 적립 금
액은 국가보험기관이 결정

재보험
보험기업의 원수보험업무 30%를 중국인민보험회사에 출재해야 함;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허가한 보험기업을 제외하고 외국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출재하는 것을 금지

<표 Ⅱ-1>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의 주요 내용

∙ 1986년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신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중국인민은행은 시장에

서 농업보험업무를 위주로 영위하는 신장병단보험공사를 설립함

- 2002년 신장병단보험공사의 명칭은 중화연합손해보험회사로 변경됨

∙ 1988년과 1991년에 중국인민은행은 각각 중국평안보험공사, 중국태평양보험공사

의 설립을 승인함

- 중국평안보험공사는 중국공상은행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중국태평양보험공사는 

중국교통은행 주도하에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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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8)

가. 준비단계(1980~1992년)

○ 1980년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했으며, 1992년까지 22개 외

국 보험회사는 28개의 대표처를 설립함

∙ 외국 보험회사들은 대표처를 통해 중국 보험회사, 정부기관, 각계의 사회조직과 

함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험시장 관련 자료를 수집했음

∙ 또한 각종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중국 보험시장 진

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음

-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표처를 설립한 미국 Aetna는 8,500만 달러 규모의 안태

중국펀드를 설립해 중국 민영기업의 기술투자를 지원했음

나. 모색단계(1992~2000년)

1) 감독규정

○ 1992년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보험시장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선정했으며 상하이 보험시

장의 대외개방을 위해 『상하이 외자보험회사 잠정관리방법』을 발표함

∙ 1995~2001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대외개방 시범도시를 상하이에서 광저우, 선

전, 충칭, 다롄, 톈진까지 확대함9)

∙ 동 잠정관리방법은 외자보험회사의 설립과 등록, 자본금과 업무범위, 업무관리, 투

자범위, 청산과 해산, 처벌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려는 외국 보험회사는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5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 대표처 설립 3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업무를 따로 영위 시 필요한 등록자본금은 2천만 달러 

이상이며 겸영 시 4천만 달러 이상임

8) 澎湃新闻(2018), “新中国外资保险70年:金融服务业开放的独特样本”(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381145)

9) 大洋网(2001), “中国十大领域放宽外商投资限制”(http://money.163.com/editor/010911/010911_60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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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① 외자회사의 재산과 책임보험, ② 외국인과 중국

인의 생명보험, ③ 상기 원수보험의 재보험업무, ④ 기타 감독당국이 허가한 업

무가 있음

규정내용 세부 내용

설립과 등록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조건: 보험업 경영경력 30년 이상, 전년도 연말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중국 내 대표처 설립 3년 이상 등

자본금과 
업무범위

자본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업무 따로 영위 시 2천만 달러 이상, 겸영 시 4천만 달
러 이상; 업무범위: 외자회사의 재산과 책임보험, 외국인과 중국인의 생명보험, 상기 원
수보험의 재보험업무 및 기타 감독당국이 허가한 업무

업무관리
요율, 사업비율 및 각종 보험약관은 중국인민은행에 결정됨, 보험준비금 적립, 지급여력 
관리 등 

투자범위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예금, 국채, 금융채권, 회사채, 해외 외화예금, 회사 지분 등

청산과 해산 중국인민은행이 청산과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음

처벌 사업 정지, 중지, 벌금 징수 등

<표 Ⅱ-2> 『상하이 외자보험회사 잠정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2) 외국 보험회사 진출 현황

○ 1992년부터 2001년 중국 WTO 가입까지 8개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함

∙ 1992년 미국 AIA는 상하이에서 최초의 외국 생명보험회사로서 지사를 설립했으

며, 1994년 당시 일본 도쿄해상화재는 상하이에서 최초의 외국 손해보험회사로서 

지사를 설립함

- 2008년 일본 도쿄해상화재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독자 외자보험회사 설립 

허용으로 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함

∙ 1996년 캐나다 Manu Life는 중국석유화학회사와 상하이에서 첫 번째 합자 생명

보험회사를 설립했으며, 1999년 독일 Allianz는 중국 대중보험회사와 상하이에서 

첫 번째 유럽계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함

- 캐나다 Manu Life, 독일 Allianz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각각 합자 생명

보험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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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16개 국가의 100여 개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에 약 200개의 대표처를 설립함

생명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손해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미국 AIA 1992. 9 100.0% 미국 AIG 1992. 9 100.0%

캐나다 Manu Life 1996. 11 51.0% 일본 도쿄해상화재 1994. 7 100.0%

독일 Allianz 1998. 11 51.0% - - -

프랑스 AXA 1999. 5 51.0% - - -

호주 Bocomm Life 2000. 7 37.5% - - -

영국 Prudential Life 2000. 9 50.0% - - -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표 Ⅱ-3> 외자보험회사 명단(1992~2000년)

○ 중국 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국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은 중국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1993년 미국 Morgan Stanley와 Goldman Sachs는 각각 3,500만 달러를 출자해 

중국평안보험회사 지분의 5.56%를 취득함

∙ 2000년 스위스 Zurich Financial Services, 세계은행 IFC, 일본 메이지야스다생명

보험회사는 함께 주당 5.2위안으로 신화생명보험회사 지분의 24.9%를 취득함

∙ 2000년 태강생명보험회사는 지분 매각을 통해 스위스 WLP, 싱가포르 GIC, 일본 

소프트뱅크와 같은 외국 투자자를 유치함

다. 시작단계(2001~2017년)

1) 제한사항 및 감독규정

○ 2001년 12월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위해 본격적인 보험시장 대외개방을 결정했으

나, 중국 보험회사 보호를 위해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 제한사항을 설정했음

∙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사항은 회사설립, 영업지역, 업무범위 및 영업허가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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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 손해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허용하지만, 생명

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은 50%까지 허용될 계획임

- 영업지역: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지역은 단계적으로 시범도시에서 전국까지 허용

될 계획임

- 업무범위: 외자손해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외자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단계적으로 모두 종목의 

생명보험까지 확대될 계획임

- 영업허가: 외자보험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격조건으로는 ① WTO 회원국으로 30

년 이상의 영업경력을 보유하고, ② 중국 내 대표처가 2년 이상 존속했으며, ③　

설립 신청 전년도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제한사항 세부 내용

회사설립
가입 즉시 손해보험회사 설립 시 지분보유는 51%까지 가능하고 2년 내로 독자 법인 설립
을 허용하고 기업형식 제한을 폐지; 생명보험회사 설립 시 외자 지분 한도는 50%까지 가능

영업지역
WTO 가입 즉시 외국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상하이, 광저우, 다롄, 선전, 포산에
서 보험영업이 가능하고 2년 내로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쑤저우, 닝보, 선양, 우한, 
톈진까지 허용하며 3년 내로 중국 전국에서 보험영업을 허용

업무범위

WTO 가입 즉시 외자손해보험회사는 지역 제한 없이 일괄보험증권 및 대형 상업보험, 중국 
내 외자기업의 재산보험과 관련된 책임보험 및 신용보험의 취급이 가능하고 2년 내로 국내
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자동차강제책임보험, 공
공운송차량 및 상업용 차량 운전자와 운송업자 책임보험의 취급이 불허; 외자생명보험회사
는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생명보험 서비스, 3년 내로 건강보험, 단체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취급이 가능

영업허가

WTO 가입 후 외자보험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경제성 필요조사와 수량제한을 하
지 않지만, 외자보험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격조건으로는 ① WTO 회원국으로 30년 이상의 
영업경력을 보유하고, ② 중국 내 대표처가 2년 이상 존속했으며, ③ 설립신청 전년도 총자
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표 Ⅱ-4> WTO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사항

○ 2002년과 2006년에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각각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외국 보험회사 주중 대표처 관리방법』을 발표함

∙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는 외자보험회사의 설립과 등록, 업무범위, 감독관리, 중

지와 해산, 법률책임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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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보험회사 주중 대표처 관리방법』은 외국 보험회사의 대표처 신청과 설립,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규정내용 세부 내용

설립과 
등록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는 외국 보험회사: ① 보험업무 경영경력 30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처 설립 2년 이상, ③ 전년도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 ④ 소재 국가나 지역에 건
전한 보험감독제도가 있음, ⑤ 소재 국가나 지역의 지급여력 기준 충족, ⑥ 소재 국가나 
지역 감독당국의 동의, ⑦ 기타 신중성 조건 등

업무범위
손해보험: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생명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
험 등; 감독당국이 허가할 경우 대규모 상업보험에 관한 보험업무 및 일괄보험증권 영위
가 가능; 상기 원수보험의 재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업 금지 등

감독관리
외자보험회사의 업무상황, 재무상황, 자산운용 상황에 관한 서류, 자료 및 서면보고; 감독
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외자보험회사와 관련 회사 간의 금지 거래 활동, 외자보험회사 
변경 정보의 서면보고; 외화보험업무를 영위하는 외자보험회사의 외환규제 준수

중지와 
해산

생명보험업무를 영위하는 외자보험회사의 해산 금지, 외자보험회사 해산 절차, 중국 내 
채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해외 이전 금지 등

법률책임
무허가 외자보험회사 설립, 불법 보험업무 경영활동, 허가 범위 외의 경영활동 및 기타 
위규 경영활동에 대한 처벌 등

<표 Ⅱ-5>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의 주요 내용

규정내용 세부 내용

신청과 설립
설립조건: 경영상황이 양호, 경영경력이나 설립시간이 20년 이상, 신청일 전 3년 동
안 중대 위법위규 기록이 없음, 감독당국이 요청한 기타 조건 등

감독관리
대표처 명칭, 직원 조건, 대표처 직원의 경영활동 종사 금지, 대표처 및 외국 본사에 
관한 정보 제출, 대표처에 대한 점검 등

법률책임 무허가 대표처 설립, 경영활동 종사, 허위 정보 제출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표 Ⅱ-6> 『외국 보험회사 주중 대표처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2) 외국 보험회사 진출 현황

○ 2001년 WTO 가입 이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기

존의 8개사에서 50개사로 크게 상승함

∙ 외자생명보험회사 개수는 4개사에서 2017년 28개사로 상승했으며 외자손해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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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손해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이탈리아 General China 2002. 1 50.0% 미국 Liberty Insurance 2003. 12 100%

네덜란드 BOB-Cardif Life 2002. 11 50.0% 프랑스 AXA Tianping P&C 2004. 12 100%

영국 Aviva-Cofco Life 2002. 12 50.0% 한국 Samsung P&C 2005. 4 100%

일본 PKU Founder Life 2002. 11 29.2% 일본 Sompo Insurance 2005. 5 100%

네덜란드 Aegon THTF Life 2003. 4 50.0% 한국 Hyundai Insurance 2007. 3 100%

일본 Great Wall 
Changsheng Life

2003. 9 30.0% 영국 Lloyd’s Insurance 2007. 3 100%

미국 Cigna CMB Life 2003. 8 50.0% 이탈리아 Generali China 2007. 4 49.0%

영국 Heng An Standard 
Life

2003. 12 50.0%
일본 Mitsui Sumitomo 

Insurance
2007. 9 100%

남아공 Old Mutual Life 2004. 1 50.0% 미국 Chubb Insurance 2008. 2 100%

대만 Cathay Life 2004. 12 50.0% 스위스 Swiss Re Corporate 2008. 3 100%

미국 Huatai Life 2005. 3 20.0% 대만 Cathay Insurance 2008. 8 49.0%

한국 BOC-Samsung Life 2005. 5 25.0%
일본 Aioi Nissay Dowa 

Insurance
2009. 1 100%

남아공 Ping An Health 2005. 6 25.0% 일본 NIPPONKOA Insurance 2009. 6 100%

미국 Met Life 2005. 8 50.0% 한국 LIG China 2009. 10 100%

프랑스 Sino-French Life 2005. 12 25.0% 독일 Allianz Jindong 2010. 1 50.0%

싱가포르 Evergrand Life 2006. 5 25.0% 대만 Fubon P&C 2010. 10 80.0%

대만 King Dragon Life 2008. 11 50.0% 프랑스 Groupama-AVIC P&C 2011. 2 50.0%

대만 Ding Cheng Life 2009. 3 25.0% 프랑스 AXA 2011. 3 100%

영국 HSBC Life 2009. 6 50.0%
스위스 Zurich General 

Insurance
2013. 7 100%

미국 PF Life 2012. 9 50.0% 미국 Starr P&C 2014. 6 97.0%

한국 Sino-Korea Life 2012. 11 50.0% - - -

독일 Ergo Life 2013. 7 50.0% - - -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표 Ⅱ-7> 외자보험회사 명단(2001~2017년)

사 개수는 4개사에서 22개사로 증가함

∙ 연도별로 보면 외자생명보험회사 개수는 2009년 28개사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 

늘어나지 못했으며, 외자손해보험회사 개수는 2011년 22개사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 늘어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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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가. 시장 규모의 확대

○ 중국 보험시장은 보험회사 개수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음

∙ 1994~2000년: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00년 1,598억 위안으로 1994년 376억 

위안 대비 연평균 27.3% 증가했음

- 보험회사 수는 1991년 4개사에서 2000년 33개사로 크게 증가했음

∙ 2001~2017년: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01년 2,109억 위안에서 매년 19.5%

씩 증가해 2017년 3조 6,581억 위안까지 증가했음

- 보험회사 개수는 2000년 33개에서 2017년 165개사로 크게 증가함

자료: Swiss Re(2002~2019)

<그림 Ⅱ-1>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백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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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독규정 및 감독체계의 형성

○ 1979년 개혁·개방 이후 보험법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면서 중국 보험산업은 비

로소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음

∙ 1995년 중국 정부는 보험업 경영활동의 규범화를 위해 보험계약, 보험회사, 보험경

영규칙,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헙법을 제정함

- 보험법 제정 이후 『보험대리인관리규정(시행)』(1997년), 『보험사정인관리규정(시

행)』(2000년), 『보험중개인관리규정(시행)』(2008년), 『보험회사관리규정』(2009년) 

등과 감독규정이 제정되면서 보험산업과 관련된 법체계가 형성됨

∙ 1998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중국인민은행의 

보험감독 역할을 맡게 되고 중국 내 모든 보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게 됨

- 2018년 중국 정부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으로 인한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위원회를 

신설함

4. 미·중 갈등 이후의 보험시장 전면 개방10)

가. 개방조치

○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금융시장 전면 개방의 일환으로 외국 보험

회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음

∙ 2018년 4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전면적인 금융개

방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시장의 전면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18년 초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규

모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됨

∙ 중국 정부는 2018년 7월에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상한을 기존의 50%에서 

51%까지 상향조정했으며 2020년 1월에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상한을 폐지함

10) 经济日报(2021), “保险业对外开放向纵深推进”(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4/01/c_11272810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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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 중국 정부는 손해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상한을 폐지했음

∙ 2021년 3월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보험회사를 소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외국기

관을 보험회사에서 금융회사까지 확대했음

- 다만 외국 보험회사나 외국 보험그룹은 설립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외국 금융회사는 투자 방식으로만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19년 10월에 외국 보험회사의 요구조건 중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및 2년 이상의 대표처 운영경력을 포함한 영업허가 제한조치를 폐지했으며 동년 

12월에 외자보험회사의 영업지역 제한조치를 폐지함

- 영업지역 제한조치 폐지로 외자보험회사는 중자보험회사와 같은 감독규정을 받

아서 영업지역 확대에 유리해짐

나. 외국 보험회사 진출 현황11)

○ 2018년 보험시장 전면 개방 결정 이후 중국에서 합자 중국법인을 보유하는 CHUBB, 

AXA, HSBC는 중국 주주의 지분 인수를 추진했거나 계획을 발표함

∙ 2019년 12월 AXA는 합자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주주 지분을 인수해 독자 손해보

험회사를 소유하게 됨

∙ 2020년 5월 HSBC는 합자 생명보험회사의 중국 주주와 지분 양도에 대해 합의해 

전체 회사 지분을 인수할 계획임

∙ 2020년 6월 CHUBB는 화태보험그룹의 중국 주주에서 지분의 15.3%를 인수했으며 

이에 따라 화태보험그룹 지분의 46.2%까지 소유해 최대 주주가 됐음

○ Standard Life, Allianz, AIA는 중국 시장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지만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중국법인을 설립함

∙ 2018년 12월 중국에서 독자 손해보험회사 및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Allianz는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함

- 2021년 2월 합자 생명보험회사의 중국 주주와 지분 양도에 대해 합의해 전체 회

사 지분을 인수할 계획임

11) 보험연구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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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Standard Life는 보유 중인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연금

보험 전문보험회사를 설립함

∙ 2020년 6월 AIA는 중국에서 생명보험업무를 영위하는 지사를 중국법인으로 전환함

- 2020년 6월 이전에 AIA는 5개 지사의 형태로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했음

○ Allianz, ERGO, AIA는 중국 사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중국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4월 Allianz는 보험지주회사에 이어 중국태강보험그룹 지분의 4%를 인수함

- 중국태강보험그룹은 2019년 기준 1조 7천 위안(약 290조 원)의 총자산을 보유

하고 있는 중국 대형 보험그룹이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건강보험 전문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ERGO는 중국에서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2020

년 6월에 태산손해보험회사 지분의 25%를 인수해 손해보험업에 진입함

∙ 2021년 6월 AIA는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의 24.99%에 대한 인수 계획을 발표함

-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는 한국 우체국보험회사와 유사한 보험회사이며 2020년 

기준 중국 생명보험시장 10위권에 진입함

5.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12)

가.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러한 홍보 활동은 중국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2001~2002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실시한 조사결과는 중국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보험회사와 정부의 홍보 활동이 부족했음을 보여줬음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으며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6%에 달했음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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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상하이에 진출한 미국 AIA는 최초로 보험설계사채널을 도입했으며 많은 영

업사원이 시민들과의 1대1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면서 고객의 호평을 받게 되었음

- AIA와 같은 외자보험회사들의 보험판매 활동은 중국인의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외국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보험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됨

- 외국 보험회사의 상하이 진출 이후 상하이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1992년 18억 

위안에서 2000년 92억 위안으로 증가했음

나.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

○ 기존의 중국 보험회사보다 경영 기법 등에서 월등히 앞선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은 상승했음

∙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회사들보다 직원교육 프로그램, 

신상품 개발, 고객서비스, 자산운용 등에서 선진적인 경영 기법을 보유했음

- 외자보험회사에 있었던 고위관리자나 영업사원은 중자보험회사로 이동하면서 중

자보험회사의 선진적인 경영 기법 학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을 때 일부 

중국 보험회사를 파트너로 선택했으며, 협력관계를 맺은 중국 보험회사는 외국 보

험회사로부터 선진적인 경영 기법을 직접 학습할 수 있게 되었음

∙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학습한 선진적인 경영 기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보험회

사로 확산되어 전체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있었음

다. 보험 인재 육성

○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들은 보험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보험회사보다 

우수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인재 육성에 큰 기여를 했음

∙ 중국 보험회사에 비해 외국 보험회사들이 도입한 인사제도는 보수체계, 교육프로

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영업사원의 적극성 및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 외국 보험회사에서 양성된 보험 인재가 중국 보험회사로 이동함에 따라 전체 중국 

보험회사 성장에도 효과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