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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요율과 상품

1. 보험요율

가. 요율 자유화 이전의 보험시장13)

○ 2000년대 요율 자유화 이전까지 중국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받은 요율을 사용

해야 했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동일한 요율을 

사용했음

∙ 1979~1985년 중국인민보험공사가 보험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보험요율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음

∙ 1985년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 발표 이후 당시 중국인민은행은 감독기관으로서 

보험요율에 대한 승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보험회사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승인을 

받은 보험요율을 사용했음

- 1993년 중국인민은행은 승인을 받아야 사용될 수 있는 보험종목이 기업재산보

험, 자동차보험, 국내 선박보험, 트랙터보험 등 13가지가 있다고 명시했음

∙ 2000년에 발표된 『보험회사 관리규정』은 보험회사가 당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

회가 제정한 주요 보험상품의 보통계약과 요율 사용해야 된다고 규정했음

- 1998년 신설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보험감독 기능을 

이전받았음

- 주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하며, 이들의 보통약관과 

요율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나 보험회사가 제정

했음

○ 가격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보험회사들은 영업조직을 확장하는 외

형경쟁에만 치중했음

13) 任自力(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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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시장은 다른 금융산업과의 경쟁 없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

했으며,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했음

○ 일부 중국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부당한 판매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험

회사 이미지 악화 및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했음

∙ 부당한 판매수단은 리베이트 지급, 보험상품 허위설명 등이 있었음

나. 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보험14) 요율 자유화를 순차

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음 

∙ 인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상해보험 및 단기건강보험, 보통형 보험, 유니버설보험, 

유배당보험의 순서대로 추진됨

∙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제1차(2001~2006년), 제2차(2006~2014년), 제3차(2015년~

현재)의 순서대로 진행됨

1) 인보험

○ 2003년 중국 감독당국은 생명보험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경험생명표를 발표했으며 그 이

후 한번 수정했지만 내용상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음

∙ 2003년 경험생명표는 1996~2003년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

사,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신화생명보험회사, 태강생명보험회사 및 AIA생명보험

회사의 보험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정됨

가) 상해보험 및 단기건강보험

○ 2000년과 2005년에 중국 감독당국은 각각 상해보험 및 단기건강보험(보험기간이 1년 미

만의 건강보험)의 요율규제를 완화했음

14) 중국에서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인보험으로 통칭하고 있음. 인보험은 보통형 및 신형 보험

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보통형 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이 확정된 보험을 의미함. 신형 

보험은 유배당보험, 유니버설보험 및 투자연계형 보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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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상해보험(항공여객상해보험 제

외) 요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2007년 항공여객상해보험의 요율규제도 폐지되어 보험회사는 스스로 요율을 결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2006년 감독당국은 단기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회사가 

할인할증 범위에서 단기건강보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허용했음15)

나) 보통형 보험

○ (예정이율) 2013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보통형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16)

∙ 1999년 중국인민은행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을 2.5%로 

설정했으며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예정이율 상한을 변경하지 않았음

∙ 예정이율이 법정평가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

는데, 예정이율이 법정평가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허가가 나야 사

용할 수 있음

-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려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00%를 초과하여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50%를 초과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경영리스크 통제 및 악성 경쟁 통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법정 책임준비

금 적립을 요구했음

- 보통형 생명보험의 법정평가이율 상한은 3.5%로 설정되었고 현재까지 아직 변

경되지 않고 있음

- 보통형 연금보험의 법정평가이율 상한은 2013년에 4.025%로 설정됐다가, 2019년에 

3.5%로 하향조정되었음

○ (예정사업비율) 2020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통형 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을 종목

별로 설정했음17)

15)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06)

16) 中央政府门户网站(2013)

17) 中央政府门户网站(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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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보통형 보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은 개인보험 35%, 단

체보험 25%로 설정되었음

∙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보통형 보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은 아래와 같음

업무 유형 보험료 납입방식 연금보험 양로보험
정기생명보험·
종신생명보험· 

건강보험·상해보험

개인보험
정기납입 16 18 35

일시납입 8 10 18

단체보험
정기납입 10 - 15

일시납입 5 - 8

자료: 中银国际证券(2020)

<표 Ⅲ-1> 보통형 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

(단위: %)

다) 유니버설보험18)

○ (최저보증이율) 2015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유니버설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최저보증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

는데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허가가 나야 사용할 수 있음

- 유니버설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은 3.5%로 설정되었음

∙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저보증이

율준비금의 명목으로 지급준비금 적립을 요구했음

라) 유배당보험19)

○ (예정이율) 2015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유배당 보험의 예정

1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5)

19)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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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상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예정이율이 3.5%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예정

이율이 3.5%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독당국 허가하에 사용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경영리스크 통제 및 악성 경쟁 억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미경과책임준

비금 적립을 요구했음

- 유배당보험의 법정평가이율 상한은 3.0%로 설정되었음

○ (예정사업비율) 중국 보험회사는 스스로 예정사업비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평균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유형 보험료 납입방식 연금보험 양로보험 종신생명보험

개인보험
정기납입 16 16 30

일시납입 8 8 18

단체보험
정기납입 10 - 15

일시납입 5 - 8

자료: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표 Ⅲ-2> 유배당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

(단위: %)

2) 자동차보험20)

○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크게 강제보험 및 상업보험으로 구분되며, 강제보

험의 경우 모든 보험회사가 중국 감독당국이 발표한 약관과 요율을 사용하여야 함

∙ 강제보험은 2006년부터 의무보험제도로 시행되었으며, 감독당국은 통일된 약관과 

요율을 공표하고 있음

○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 보험소비자 보호 등의 목표 달성을 위

해 2001년부터 세 번을 거쳐서 자동차 상업보험 제도개혁을 시행했음

∙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아래부터 논의되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지칭함

20) 中银证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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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2001~2006년) 개혁

○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동질성 문제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자동차보

험 약관과 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2001년 감독당국은 광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자동차보험 요율 할인할증 

제한을 폐지하고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결정권을 부여했음

∙ 2002년 감독당국은 2001년부터 광둥에서 시작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자유화

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음

∙ 다만 2006년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간의 과도한 가격경쟁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요율의 할인 폭을 30%로 제한했음

- 자동차보험 요율의 할인 요인은 사고 발생 여부, 차량 운전자, 차량 특성 등이 있었음

나) 제2차(2006~2014년) 개혁

○ 중국 감독당국은 제1차 자동차보험 개혁으로 인한 소비자민원 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으며, 일부 대형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회사별로 차이

가 거의 없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했음

∙ 제1차 자동차보험 개혁 이후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한 가격경

쟁에만 집중했으며, 일부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로 소비자민

원은 급증했음

∙ 2006년 감독당국은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 중국평안손해보험회사, 중국태평양손해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약관을 표준약관(A, B, C)으로 지정했으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A, B, C 중 선택한 하나를 사용해야 했음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간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3가지 

표준약관과 요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인가했음

∙ 2012년 감독당국은 요구조건을 충족한 보험회사가 자사만의 약관과 요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소수 대형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

험협회에서 제정된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하여야 했음

- 감독당국이 제시한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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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구조 완비, 내부제도 건전, 데이터 충족, 자동차 상업보험 운영기관 3년 이상
∙ 최근 연속 2년 동안 심사 후 종합원가율 100% 이하
∙ 최근 연속 2년 동안 심사 후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 30만 건 이상 자동차 상업보험 보험계약 데이터 보유
∙ 자동차 상업보험 상품개발 전문 인력, 법률 및 자동차 상업보험 실무 운영 전문 인력, 경영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보유
∙ 감독당국이 요구한 기타 사항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2)

<표 Ⅲ-3>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개발 요구조건

다) 제3차(2015년~현재) 개혁

○ 2015~2019년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대상으로 표준약관과 할인할증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는 제도개혁을 추진했음

∙ 감독당국은 2015년에 헤이룽장, 산둥, 칭다오, 광시, 산시, 충칭 6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16년에 두 번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제3차 자동차 상

업보험 제도개혁을 확대함

- 보험협회는 새로운 시장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상업보험 표준약관 수정 및 자

동차 상업보험의 기본보험료 산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보험회사는 협회에서 제정된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사만의 약

관과 요율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됨

- 협회에서 제정된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는 할인할증 조정권을 

부여받으며 심사계수와 채널계수21)를 이용해 각각 <0.85~1.15>의 범위 내에서 

기본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 2017년과 2018년에 감독당국은 지역 간의 상이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고려해 지

역별 차등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했음

-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음

21) 심사계수는 가입자 특정, 차량 특정 등에 따라 산출된 할인할증 계수를 의미하며, 채널계수는 CM채널, TM채널 

등과 같은 판매채널에 따라 산출된 할인할증 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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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할인할증

∙ 선진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 <0.70~1.25>, 채널계수<0.70~1.25>
∙ 허난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80~1.15>, 채널계수<0.75~1.15>
∙ 톈진, 허베이, 푸젠, 광시, 쓰촨, 칭하이, 샤문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75~1.15>, 

채널계수<0.75~1.15>
∙ 기타 지역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85~1.15>, 채널계수<0.75~1.15>

2018년 
할인할증

∙ 쓰촨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65~1.15>, 채널계수<0.65~1.15>
∙ 산시, 푸젠, 산둥, 허난, 샤문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70~1.15>, 채널계수

<0.70~1.15>
∙ 신장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75~1.15>, 채널계수<0.75~1.15>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7);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표 Ⅲ-4> 자동차 상업보험 할인할증 범위

∙ 2019년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시장질서 위반행위 

단속,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접수 제도 설립 및 자동차보험 정보플랫폼을 통한 감

시를 포함한 조치를 발표했음

- 자동차보험 정보플랫폼은 감독당국 주도하에 출범된 자동차보험 정보공유 플랫

폼이며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2020년 중국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 강제보험 및 상업보험을 포함한 

종합 제도개혁을 추진했음

∙ 2015~2019년 감독당국은 자동차 상업보험 제도개혁을 추진했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소비자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산업의 이미지가 크게 악화됨

- 2017년 기준 손해보험에 관한 소비자민원 건수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

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를 기록함22)

∙ 높은 영업수수료, 불투명한 사업비 구조, 한정된 보험상품 종류 등이 자동차보험 

산업 발전 제한요소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의 제도개혁은 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

을 두었음

∙ 자동차 강제보험에 관한 개혁내용은 보상한도 상향조정, 지역별 차등 할인할증제

도 도입이 있음

- 보상한도 금액은 12.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무책임 보

상한도 금액은 1.21만 위안에서 1.99만 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음

22)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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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차등 없이 3년 무사고 할인 폭은 기존의 30%에서 지역별 자동차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한 50%로 확대되었음

∙ 상업보험에 관한 개혁내용은 보상한도 상향조정, 보장범위 조정, 사업비율 상한 

하향조정, 할인할증 범위 확대 등이 있음

- 보상한도 금액은 5만~500만 위안에서 10만~1,0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으

며, 특약에 속했던 차량 도난, 유리 단독 파손, 자연 발화 및 침수 등 보장 내

용은 주계약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비율 상한은 35%에서 25%로 하향조정되었으며, 할인할증 범위는 <0.85 ~

1.15>에서 <0.65~1.35>로 조정되었음

자동차 
강제보험

∙ 보상한도 금액은 12.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무책임 보상한도 금액은 1.21만 위안에서 1.99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지역별 차등 없이 3년 무사고 할인 폭은 기존의 30%에서 지역별 자동차 사고빈도를 고

려한 50%로 확대

자동차 
상업보험

∙ 보상한도 금액은 5만~500만 위안에서 10만~1,000만 위안으로 상향
∙ 특약이었던 차량 도난, 유리 단독 파손, 자연 발화 및 침수 등 보장 내용은 주계약으로 

변경
∙ 상업보험의 사업비율 상한은 35%에서 25%로 하향조정
∙ 기존의 심사계수와 채널계수는 조정계수로 통합되고 할인할증 범위는 <0.85~1.15>에서 

<0.65~1.35>로 조정
∙ 논란 여지가 큰 면책약관, 보험사고 면책률에 관한 내용 삭제
∙ 신재생에너지보험, 운전자 상해보험, 차량보증 기간연장보험 등 상품 개발 장려
∙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 조정주기(1~3년) 구축
∙ 무사고 할인 평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표준약관의 보험요율을 이용해 개발하는 자동차보험은 허가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조정하고 경험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자동차보험은 허가 대상으로 유지
∙ 중소형 보험회사의 차별적인 자동차보험 개발 장려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표 Ⅲ-5> 자동차보험 종합 제도개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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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상품

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범위23)

○ 중국의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은 각각 아래와 같은 기초업무 및 확장업무로 세분화되

어 있음

∙ 생명보험업은 기초업무 5종목, 확장업무 2종목이 있음

- 기초업무: ① 보통형 보험(생명보험, 연금보험 포함), ② 건강보험, ③ 상해보험, 

④ 유배당보험, ⑤ 유니버설보험

- 확장업무: ① 투자연계형 보험, ② 변액연금

∙ 손해보험업은 기초업무 5종목, 확장업무 4종목이 있음

- 기초업무: ① 자동차보험(강제보험 및 상업보험 포함), ② 기업·가계재산보험과 

공사보험(특수위험보험 제외), ③ 책임보험, ④ 선박·운송보험, ⑤ 단기건강보험과 

상해보험

- 확장업무: ① 농업보험, ② 특수위험보험(항공우주보험, 해양개발보험, 석유가스보

험, 원자력보험), ③ 신용보증보험, ④ 투자형 보험

○ 보험회사는 기초업무 및 확장업무에 속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

아야 함

∙ 신설 보험회사는 기초업무만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초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후 순서, 추가 등록자본금 및 기타 요건이 있음

∙ 보험회사는 제①~③항의 기초업무 영위자격을 갖춰야 확장업무 보험종목을 신청할 

수 있음

- 확장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 종목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

간의 간격이 6개월 이상이여야 됨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겸업할 수 없음

- 다만 손해보험회사는 단기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3)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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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종목 요구 조건

기초
업무

① 보통형 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포함)
② 건강보험
③ 상해보험
④ 유배당보험
⑤ 유니버설보험

① 2억 위안의 등록자본금으로 신설된 보험회사는 ①~③항 중 1
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전 3항 중 1개씩 더 신청하면 2억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 추
가가 필수

③ 전 3항, 제④항, 제⑤항 중 보험종목을 신청하려면 등록자본금
이 10억 위안 이상

④ 전체 기초업무를 신청하려면 등록자본금이 15억 위안 이상
⑤ 제④항 및 제⑤항을 신청하려면 전 3항을 먼저 신청하여야 함
⑥ 제②항, 제④항 및 제⑤항을 신청하려면 내부통제제도, 전담인

력, 서비스능력, IT시스템 및 재보험계획 필수
⑦ 법률, 행정법규 및 보험감독기관이 정한 기타 조건

확장
업무

① 투자연계형 보험
② 변액연금

∙ 투자연계형 보험: Ⓐ 경영기간이 3개 회계연도 이상; Ⓑ 최
근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20억 위안 이상; Ⓒ 전 연도 및 
최근 4개 분기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 Ⓓ 건전한 지
배구조와 유효한 내부통제가 있고 전 분기의 유형별 위험 평
가등급이 A 또는 B를 기록; Ⓔ 내부통제제도, 전담인력, 서
비스능력, IT시스템 및 재보험계획 구비; Ⓕ 최근 3년 중대 
위법·위규 행위가 없음; Ⓖ 법률, 행정법규 및 감독당국이 정
한 기타 조건

∙ 변액연금: Ⓐ 경영기간이 6개 회계연도 이상; Ⓑ 투자연계형 
보험 영업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 최근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30억 위안 이상; Ⓓ~Ⓘ항이 상기Ⓒ~Ⓖ항과 동일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표 Ⅲ-6> 생명보험업의 업무범위 및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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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종목 요구 조건

기초
업무

① 자동차보험
(강제보험, 임의보험 포함)

② 기업/가계재산보험과 공사보험
(특수위험보험 제외)

③ 책임보험
④ 선박/운송보험
⑤ 단기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① 2억 위안의 등록자본금으로 신설된 보험회사는 1개만의 
보험종목을 신청할 수 있음

② 보험종목 1개씩 더 신청하면 2억 위안 이상의 동록자본금
을 추가가 필수

③ 법률, 행정법규 및 감독당국이 정한 기타 조건

확장
업무

① 농업보험
② 특수위험보험

(항공우주보험, 해양개발보험
석유가스보험, 원자력보험 포함)

③ 신용보증보험
④ 투자형 보험

∙ 농업보험: Ⓐ 경영기간이 3개 회계연도 이상; Ⓑ 연속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10억 위안 이상; Ⓒ 전연도 및 최근 
4개 분기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함; Ⓓ 최
근 3년 중대 위법·위규 행위가 없음; Ⓔ 법률, 행정법규 
및 감독당국이 정한 기타 조건

∙ 특수위험보험: Ⓐ~Ⓔ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건전한 지배
구조와 유효한 내부통제기 있고 전 분기의 유형별 위험 평가등
급이 A 또는 B를 기록; Ⓖ내부통제제도, 전담인력, 서비스능
력, IT시스템 및 재보험계획 필수

∙ 신용보증보험: Ⓐ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연속 3년 연
말 평균 순자산이 20억 위안 이상; Ⓒ~Ⓖ항이 상기와 동일
한 조건

∙ 투자형 보험: Ⓐ 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 연속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30억 위안 이상이며 최근 3개 회계연
도 순이익 합은 플러스 기록; Ⓒ~Ⓖ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 독립적인 자산운용관리부서, 완비한 자산운용제
도, 위험통제제도가 필수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표 Ⅲ-7> 손해보험업의 업무범위 및 보험종목

나. 판매현황

1) 생명보험회사

○ 2019년 기준 유배당보험은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주력상품이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

형 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의 순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비중은 2015년 40.8%에서 2017년 32.3%로 축소됐다가 2019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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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됨

∙ 보통형 보험의 비중은 2015년 42.1%에서 2017년 49.6%로 상승했다가 2019년 

34.1%로 하락함

∙ 건강보험의 비중은 2015년 13.7%에서 2019년 21.6%로 크게 상승했음

∙ 투자연계형 보험, 유니버설보험, 상해보험의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통형 보험
보험료 6,627 10,314 12,879 9,104 9,482 

비중 42.1 47.6 49.6 34.7 34.1 

유배당보험
보험료 6,411 6,880 8,395 11,495 11,555 

비중 40.8 31.8 32.3 43.8 41.6 

투자연계형 보험
보험료 4 4 4 4 4 

비중 0.0 0.0 0.0 0.0 0.0 

유니버설보험
보험료 96 235 115 109 109 

비중 0.6 1.1 0.4 0.4 0.4 

상해보험
보험료 430 502 588 659 639 

비중 2.7 2.3 2.3 2.5 2.3 

건강보험
보험료 2,156 3,728 3,980 4,868 6,012 

비중 13.7 17.2 15.3 18.6 21.6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표 Ⅲ-8>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2) 손해보험회사

○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은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주력상품이며, 2~6위에 진입한 

보험상품은 보증보험, 단기건강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상해보험임

∙ 2015년과 비교할 때 2019년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축소됐지만, 보증보험, 단기건

강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상해보험의 비중은 상승했음

∙ 2015~2019년 상기 보험상품 외의 보험상품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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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차보험
보험료 6,196 6,838 7,594 7,843 8,196 

비중 73.4 73.6 62.2 66.5 62.7 

보증보험
보험료 202 179 386 646 844 

비중 2.4 1.9 3.2 5.5 6.5 

단기건강보험
보험료 225 289 717 563 837 

비중 2.7 3.1 5.9 4.8 6.4 

책임보험
보험료 303 365 464 596 758 

비중 3.6 3.9 3.8 5.1 5.8 

농업보험
보험료 379 421 484 578 680 

비중 4.5 4.5 4.0 4.9 5.2 

상해보험
보험료 204 253 1,267 425 535 

비중 2.4 2.7 10.4 3.6 4.1 

기업재산보험
보험료 392 390 407 435 478 

비중 4.6 4.2 3.3 3.7 3.7 

신용보험
보험료 194 201 216 243 200 

비중 2.3 2.2 1.8 2.1 1.5 

화물운송보험
보험료 90 87 112 122 131 

비중 1.1 0.9 0.9 1.0 1.0 

공사보험
보험료 88 99 119 128 124 

비중 1.0 1.1 1.0 1.1 0.9 

가계재산보험
보험료 44 52 69 76 92 

비중 0.5 0.6 0.6 0.6 0.7 

특수위험보험
보험료 43 42 51 61 70 

비중 0.5 0.5 0.4 0.5 0.5 

선박보험
보험료 55 51 48 54 56 

비중 0.7 0.6 0.4 0.5 0.4 

기타 보험
보험료 34 26 282 31 64 

비중 0.4 0.3 2.3 0.3 0.5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표 Ⅲ-9>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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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요율과 상품에 대한 평가

가. 자유경쟁체제 미형성

○ 중국에서 요율 자유화는 진행됐지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음

∙ 인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진행됐지만,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됨

- 중국 감독당국은 인보험 종목별 예정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에 대해 상한을 설

정했음

∙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는 제도개혁에 따라 추진됐지만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

는 보험회사는 여전히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됨

나. 자동차보험 개혁에 따른 대형 보험회사 경쟁우위 상승

○ 자동차보험의 제도개혁에 따른 보험약관과 요율 변화는 중소형 보험회사보다 대형 보험회

사에 유리한 것으로 보임

∙ 제3차 자동차보험 종합 제도개혁 이후 보험회사는 협회의 표준약관과 요율 및 자

사만의 약관과 요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협회의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는 할인할증 조정권을 부여받아 조

정계수를 이용해 기본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개발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감안할 때 대형 보험회사

들만은 자사만의 약관과 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30만 건 이상 자동차보험 보험계약 데이터 보유와 같은 요구조건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만족할 수 없는 조건임

다. 건강보험 및 비(非)자동차보험의 고성장

○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단기건강보험 미포함) 및 손해보험회사의 비(非)자동차보험은 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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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6,012억 위안으로 2015년(2,156억 위안)에 비해 

약 3배 증가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은 2015년 13.7%

에서 2019년 21.6%로 상승함

∙ 2019년 비(非)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4,869억 위안으로 2015년(2,253억 위안)에 

비해 약 2배 상승했으며,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은 2015년 

26.6%에서 2019년 37.3%로 상승함

- 특히 보증보험 및 단기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15년 202억 위안, 225억 

위안에서 2019년 844억 위안, 837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비중은 각

각 2015년 2.4%, 2.7%에서 6.5%, 6.4% 상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