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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매채널

1. 판매채널 유형24)

가. 채널현황

○ 중국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은 크게 직접 및 간접 판매채널로 구분됨

∙ 직접 판매채널은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도 전화, 인터

넷 및 우편물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간접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가 있음

1) 직접 판매채널

가) 직원

○ 보험회사 직원은 직접 고객에게 방문해 기업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있음

∙ 일부 중국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했으며, 보험중개회사가 보험

회사 직원과 경쟁 관계를 형성했음

∙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은 리베이트 지급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보험중개회사와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됐으나 보험회사 직원이 기업 고객과 보험거래를 유지

하기 위한 사업비가 여전히 발생해서 보험회사 직원에 의한 직접 판매채널의 사

업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대다수 보험회사는 보험판매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 능력보다 인맥을 더 중

요시함

24) 보험연구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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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M채널

○ TM채널을 이용하는 중국 보험회사는 TM채널 규제강화 및 CM채널 부상으로 점점 줄어

들고 있음

∙ 2010년과 2013년에 중국 감독당국은 각각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를 대상

으로 블랙리스트제도 등 관련 조치를 도입함25)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TM채널을 통해 보유고객이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고객에게만 전화할 수 있음

∙ 2019년 TM채널을 이용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수는 각각 2015년 32

개, 32개에서 22개, 23개로 크게 감소함26)

- TM채널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는 2015년 142억 위안에서 176억 위안까지 상승

한 반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5년 891억 위안에서 288억 위안으로 감소함

∙ 통화시간을 길게 할 수 없어서 보험회사가 TM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보험기간이 짧은 상품에 집중되고 있음

- TM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만기환급형 생명보험, 중대질병

보험, 암보험, 입원 및 수술비를 지급한 건강보험 등이 있음

- 보험회사는 TM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할 때 자필 서명을 대신해 음성 녹음을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함

∙ 보험회사는 TM채널을 통해 보험설계사채널이나 CM채널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고

객에게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한편, 보험회사 외에도 보험판매 자격을 취득한 은행은 자사 콜센터를 통해 은행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은행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은행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25)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0. 11);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26) 中国保险业协会(2016); 中国保险业协会(2020); 陈辉(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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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
보험

보험료 142 165 199 214 176

증가율 16.4 16.2 20.6 7.5 -17.8

손해
보험

보험료 891 962 833 337 288

증가율 -0.2 8.0 -13.4 -59.5 -14.5

주: 생명보험은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자료: 陈辉(2020)

<표 Ⅳ-1> T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료
(단위: 억 위안, %)

다) CM채널

○ 대다수 중국 보험회사는 CM채널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CM채널을 이용하는 

방식은 ①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설립, ② 일반보험회사의 온라인플랫폼 구축, ③ 보험대리회

사나 보험중개회사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④ 판매자격이 있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있음

∙ 2020년 CM채널을 이용하는 생명보험회사 수는 2016년과 같은 61개를 유지했지만, 

CM채널을 이용하는 손해보험회사 수는 2016년 49개에서 73개로 증가함

-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온라인채널만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전문보험

회사는 4개사가 있으며, 이들은 중안온라인보험회사, 태강온라인보험회사, 이안

온라인보험회사 및 안심온라인보험회사임

∙ C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각각 2016년 1,797억 위안, 502억 

위안에서 2019년 12,111억 위안, 798억 위안까지 상승함

- 다만 CM채널 총수입보험료가 전체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5%에서 2019년 6.4%로 축소됨

∙ CM채널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짧은 정기보험, 연금보험, 자기부담

금이 높은 의료보험,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휴대폰액정파손보험, 비

행기지연보험, 소포반송보험 등이 있음

- 사망보험 및 가계성 손해보험 등 보험기간이 길거나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

품은 CM채널에서 잘 판매되지 않고 있음

∙ IT회사는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보험회사에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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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보험종목별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90%

인 것으로 나타남27)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IT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보험을 구매한 고객이 

보험회사에 기여하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유치한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명
보험

보험료 1,797 1,383 1,193 1,858 2,111

증가율 22.6 -23.0 -13.7 55.7 13.6

손해
보험

보험료 502 493 695 839 798

증가율 -34.6 -1.8 40.9 20.6 -4.8

주: 생명보험은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자료: 产业信息网(2021)

<표 Ⅳ-2> C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료
(단위: 억 위안, %)

2) 간접 판매채널

가)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채널은 1992년 미국 AIA생명보험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도입됨

∙ 보험설계사채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모두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

고 있음

∙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장기납 보험상품은 보험설계사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음

-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고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보장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채널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채널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는 AIA생명보험회사 및 중

국평안생명보험회사가 있음

27) 新华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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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대리회사

○ 중국의 보험대리회사는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가 있음

∙ 겸업보험대리회사는 은행, 우체국, 자동차4S점,28) 기업, 사회단체 등이 있음

∙ 중국에서 전문보험대리회사보다 겸업보험대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임

① 전문보험대리회사

○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손해보험 판매채널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영업지역에 따라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지방 전문보험대

리회사로 구분될 수 있음

-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전국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지방 전문보험대

리회사는 법인 소속 지역에서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2021년 1월까지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지방 전문보험대리회사 수는 각각 

243개, 1,760개를 기록함29)

∙ 상위 전문보험대리회사를 제외한 대다수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

험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처럼 단순한 보험판매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채널을 더 선호하고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 이용을 꺼

리고 있으며, 중소형 보험회사는 과도한 의존을 파하기 위해 전문보험대리회사채

널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② 겸업보험대리회사

○ 겸업보험대리회사는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겸업보험

28) 중국의 자동차4S점은 자동차 판매(Sale), 부품(Spare part), 사후서비스(Service), 정보조사(Survey)의 4가지 기능

을 갖춘 자동차 유통매장을 의미함

29) 零壹财经(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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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회사는 은행 및 자동차4S점임

∙ 은행채널(방카슈랑스채널)은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보험설계사채널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이 이용되는 판매채널이며,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는 은행채널을 이용하고 있음

- 보험자회사가 없는 은행은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

하지만 보험자회사가 있는 은행은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우선으로 판매하고 있음

-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은 보험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자체 

영업사원을 은행 지점에 배치하는 것이 금지됨

- 은행은 지점별로 보험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은행 지점마다 최

대 3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은행과 보험회사는 서로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현재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하

는 은행은 7개사가 있음

-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ICBC-AXA Life, CCB Life, ABC Life, BoComm Life, 

CIGNA & CMB Life, BOB-Cardif Life, BOC Samsung Life임

∙ 자동차4S점은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전문회사만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4S

점은 다른 판매채널보다 자동차 신규 구매자에게 자동차보험을 상대적으로 쉽

게 판매할 수 있음

- 2020년 9월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사업비 비율 상한을 35%에서 25%로 

하향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4S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30)

∙ 2018년 기준 겸업보험대리회사 수는 3만 2천 개가 있으며, 이들은 22만 개 이상

의 영업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다) 보험중개회사

○ 보험중개회사가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보험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음

∙ 2021년 1월까지 보험중개회사 수는 496개가 있는데 베이징(174개), 상하이(82개) 

30) 信息时报讯(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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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광둥(70개)에 집중됨31)

∙ 대다수 보험중개회사는 보험판매 외에 제한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에서 보험중개회사의 주력 판매 상품은 기업보험 및 해상보험임

라) 보험회사의 교차판매

○ 교차판매 허용으로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32)

∙ 교차판매를 원하는 보험회사는 중국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며, 교차판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임

- 교차판매 보험종목을 변경할 때마다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됨

∙ 하나의 회계연도에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는 하나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하나의 손해보험회사는 하나의 생명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

∙ 여러 개 보험자회사를 보유한 보험그룹의 경우 산하 보험자회사가 다른 보험자회

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나. 감독규정

1) TM채널

○ T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별로 따로 존재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T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생명보험회사의 전화판매업무 관리

방법』임

∙ 손해보험회사의 T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개발과 관리에 관한 통지』,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관리에 관한 통

지』 및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시장질서 강화 및 무차별적인 전화채널 판매행

위 금지』가 있음

31) 零壹财经(2021)

32) 第一财经(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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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세부 내용

『생명보험회사의 
전화판매업무 

관리방법』
(2013. 4 발표)

∙ 시장진입: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의 콜센터만이 TM채널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보험회사의 TM채널 개설 조건 및 콜센터 
설립 조건 명시, TM채널에서 판매 상품 유형 제시, TM채널 관련 정보공개 
요구 등

∙ 판매행위: 고객정보 관리제도 수립, 전화판매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콜센터 직
원 교육 요구, TM채널용 판매 용어 마련, TM채널의 보험판매 절차 명시 등

∙ 감독관리: 전화 호출 지역 소재 감독기구가 보험회사의 콜센터 설립에 대해 허
가, 전화 수신자 소재 감독기구가 TM채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감독 등

<표 Ⅳ-3> 생명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감독규정 세부 내용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통지』

(2007. 4 발표)

∙ 보험회사의 TM채널 이용 범위, TM채널 판매 상품 유형, TM채널 개설 절
차, TM채널 이용 제도 수립 필요, TM채널용 상품 개발 및 업무 과정의 주
의사항, TM채널 보험판매 홍보 방법

∙ 감독당국의 감독 내용 및 처벌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11. 11 발표)

∙ TM채널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강화, 경영행위 강화 내용
∙ 고객서비스 수준 제고 요구
∙ 과대홍보 및 과열경쟁행위 금지
∙ 콜센터 신설 시 요구 조건 추가
∙ TM채널 판매과정에 인터넷 기술 이용 장려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시장질서 
강화 및 무차별적인 
전화채널 행위 금지』

(2013. 1 발표)

∙ 콜센터 전화번호 통합 요구
∙ 무차별적인 전화 호출 행위 금지
∙ 고객 정보 보호 제도 수립 요구
∙ 전화 호출 블랙리스트 신설 요구
∙ TM채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방문 및 민원처리 제도 수립 요구
∙ 콜센터 직원 교육 강화 필수

<표 Ⅳ-4> 손해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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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채널

○ C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온라인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임

∙ 동 감독관리방법은 적용범위, 기본 경영규칙, 추가 경영규칙 및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서 CM채널 보험상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보험 협

력회사를 공개해야 함

- 보험사고 사정, 보험금 지급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지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CM채널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함33)

∙ 보험판매 자격이 있는 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보험판매 자격이 있는 온라인플랫폼은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감독규정 세부 내용

『온라인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

(2020. 12 발표)

∙ 적용범위: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보험손해사정회사, 온라인보험 
영업허가를 받은 온라인플랫폼

∙ 기본 경영규칙: 온라인보험업무의 경영조건, 판매관리, 서비스관리, 운영관리
∙ 추가 경영규칙: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일반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은행 포함), 보

험중개회사, 온라인플랫폼 등 사업자별로 추가 요구사항
∙ 감독관리: 온라인보험업무의 감독 주체와 방법, 민원처리 방법, 업무정보 보고, 

정보공개, 자율규제 등

<표 Ⅳ-5> C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3)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

○ 보험설계사, 전문 보험대리회사, 겸업 보험대리회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인과 관련된 감독규

정은 『보험대리인 감독관리규정』임

∙ 중국 감독당국은 과거에 보험설계사, 전문 보험대리회사, 겸업 보험대리회사를 규

정하는 감독규정을 따로 제정했지만 2020년 11월에 보험대리인에 관한 감독관리 

33) 보험회사는 지사가 없는 지역에서 오프라인채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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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를 위해 이번의 감독관리규정을 발표함

- 과거에는 보험설계사를 규정하는 『보험판매 종사자 감독관리방법』, 전문보험대

리회사를 규정하는 『전문보험대리회사 감독관리규정』, 겸업보험대리회사를 규정

하는 『겸업보험대리회사 관리 잠정방법』이 있었음

∙ 이번의 감독관리규정은 보험설계사, 전문 보험대리회사 및 겸업 보험대리회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인의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감독관리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감독규정 세부 내용

『보험대리인 
감독관리규정』

(2020. 11 발표)

∙ 시장진입: 업무허가(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의 설립조건, 영업지
역, 주주자격, 정보 변경 등), 임직자격(고위관리자의 자격 등), 종사자 관리(교
육, 등록 등) 등

∙ 경영규칙: 영업장소 준수사항, 보험대리 범위, 준수사항, 보험설계사 관리, 금지
행위 등

∙ 시장퇴출: 영업허가 효력 상실 및 취소
∙ 감독관리: 보험대리인의 감독관리 주체, 방법, 현장조사 등

<표 Ⅳ-6>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4) 방카슈랑스채널

○ 방카슈랑스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임

∙ 동 관리방법은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감독규정 세부 내용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
(2019. 8 발표)

∙ 시장진입: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반 조건, 정보시스템 조건, 제출서류, 보
험판매직원의 관련 정보

∙ 경영규칙: 보험판매에 관한 사전 계약, 상업은행의 보험판매 수행 내용, 판매
직원의 교육, 상업은행 점포 현장 수행 내용과 주의시항, 점포당 3개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제한, 금지사항, 업무정보 보고 등 

∙ 시장퇴출: 영업허가 취소, 상업은행의 보험판매업무 중지, 판매직원의 영업허
가 취소 등

∙ 감독관리: 감독내용, 은행협회와 보험협회의 역할, 규칙위반 시의 처벌 등

<표 Ⅳ-7> 방카슈랑스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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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중개회사

○ 보험중개회사와 관련된 감독규정은 『보험중개인 감독관리규정』임

∙ 동 감독관리규정은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자율규제,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으

로 구성됨

감독규정 세부 내용

『보험중개인 
감독관리규정』

(2019. 8 발표)

∙ 시장진입: 영업허가(설립조건, 영업지역, 주주자격, 정보변경 등), 임직자격(고
위관리자의 자격 등), 종사자 관리(교육, 등록 등) 등

∙ 경영규칙: 영업장소 준수사항, 보험중개 범위, 준수사항, 보험중개인에 관한 관
리, 금지사항 등 

∙ 시장퇴출: 영업허가 효력의 연장, 상실, 취소
∙ 자율규제: 보험중개협회의 자율규제 제정, 보험중개인에 대한 관리, 교육 등
∙ 감독관리: 감독관리 주체, 방법, 현장조사 등

<표 Ⅳ-8> 보험중개회사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2. 판매채널 현황

○ 중국 감독당국은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발표하고 있지만 전체 손해보험

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전체 손해보험회사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통해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음

가. 생명보험 부문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주력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채널 비중은 2015년 이후 상승한 

반면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은 2016년 이후 하락함

∙ 2019년 보험설계사채널 비중은 2015년 47.3%에서 60.6%로 상승한 반면 방카슈랑

스채널 비중은 2015년 42.0%에서 27.7%로 하락함

∙ 직접 판매채널 비중은 2015년 8.4%에서 2018년 7.4%로 감소했다가 2019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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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복됐으며, 보험대리회사채널 및 보험중개회사채널 비중은 2015년 이후 1~2%

에 머물고 있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설계사 47.3 45.8 50.1 58.8 60.6

방카슈랑스 42.0 44.6 40.9 30.9 27.7

직접 판매채널 8.4 6.8 6.6 7.4 8.4

보험대리회사 1.8 2.2 1.8 1.9 2.3

보험중개회사 0.5 0.6 0.7 1.0 1.0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표 Ⅳ-9> 생명보험 연도별 판매채널 비중(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나. 손해보험 부문

○ 손해보험시장 1위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채

널 및 전문 보험대리회사채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보험설계사채널 및 전문 보험대리회사채널 비중은 각각 2015년 30.5%, 8.6%에서 

2019년 32.3%, 25.2%로 상승함

∙ 직접 판매채널 비중은 2015년 36.9%에서 2018년 20.6%로 하락했다가 2019년 

22.8%로 소폭 상승함

∙ 겸업 보험대리회사채널 비중은 2015년 18.8%에서 2019년 11.5%로 하락한 반면 

보험중개회사채널 비중은 2015년 5.2%에서 2019년 8.2%로 상승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설계사 30.5 35.1 35.7 33.6 32.3

전문 보험대리회사 8.6 13.3 18.4 24.0 25.2

겸업 보험대리회사 18.8 18.3 16.5 13.9 11.5

직접 판매채널 36.9 28.3 23.7 20.6 22.8

보험중개회사 5.2 5.0 5.7 7.9 8.2

자료: 中国人民保险集团年度报告(2015~2019)

<표 Ⅳ-10> 손해보험 연도별 판매채널 비중(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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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채널에 대한 평가

가.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 보험설계사채널은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문제가 있음

∙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양

생명보험회사, 신화생명보험회사) 기준 보험설계사채널 초년도 보험료는 2018년부

터 감소세로 전환됨

∙ 보험설계사 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폐지로 2015년 471만 명에서 2019년 912

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843만 명으로 감소함34)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채널 보험판매 위축은 보험설계사 수 감소의 주요 

원인임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신화생명보험회사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1)

<그림 Ⅳ-1>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의 보험설계사채널 초년도 보험료

(단위: 천 위안, 명, 월)

34) 前瞻产业研究院(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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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1)

<그림 Ⅳ-2> 중국 보험설계사 수 및 증가율

(단위: 만 명, %)

○ 2020년 12월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제도(GA)를 도입함35)

∙ 보험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은 보험판매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 영업직원을 고용할 수 없음

-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교차판

매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대리하는 기타 보험회사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36)

-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은 보험증권 발급, 사후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무보조 직

원 3명까지 고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의 보험판매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 문책할 수 있음

35) 중국의 GA채널은 한국 GA채널과 달리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으로 제

한되고 있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36) 经济观察网(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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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수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들은 독립 개인보험대리채널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8월까지 대가생명보험회사, 동유생명보험회사 및 신태생명보험회사 3개사

만은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채널을 도입함

∙ 생명보험시장 상위 보험회사들은 보험설계사채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험설계사

채널의 질적 성장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2019년부터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는 입사조건, 전문교육,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

는 ‘설계사4.0’을 추진했으며,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는 입사조건, 영업실적 심사, 

전문교육, 임금체계에 중점을 두는 ‘우수인재플랜’을 발표함

구분 2018 2019 2020 CAGR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144 161 138 -2.1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142 120 105 -14.0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85 79 75 -6.1

중국태평생명보험회사 51 39 38 -13.7

자료: 각 보험회사 『경영보고서』

<표 Ⅳ-11> 생명보험회사 상위 4개사 보험설계사 수
(단위: 만 명, %)

나. 방카슈랑스채널의 중소형 보험회사 소외 문제

○ 비은행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채널 매출은 2019년에 시작된 방카슈랑스채

널 규제강화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7개사가 있으며, 신계약보험료 기준 이들이 방카슈랑

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9%로 확대됨

∙ 2019년 중국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 및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의 리베이트 지급 금지, 법규위반의 처벌 조치 강화 등과 같은 내용

을 포함한 새로운 『상업은행 보험대리업무의 관리방법』을 발표함

-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강화 조치는 방카슈랑스채널에서 판매되는 보장성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 하한선을 20%로 설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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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리방법으로 방카슈랑스채널의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방카슈랑스채널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은 축

소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관리방법이 방카슈랑스채널의 장기보험 판매를 장려하므로 보험자회사를 

소유하는 은행들은 은행 고객의 가치 최대화를 위해 보험자회사의 보험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은행들이 보험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리베이트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수

수료 지급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에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리베

이트를 포함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 방카슈랑스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리베이트 지급 금지로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브랜드 인지도 및 은행 고객 니즈

를 반영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음

다. IT회사의 CM채널 지배력 확대

○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IT회사들은 판매채널로서 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며 IT

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CM채널 가운데 제3자 온라인플랫폼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IT

회사가 온라인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해 패키지 형태

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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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 주요사업 취득시기 취득자격 유형

앤트파이낸셜 간편결제, 은행, 자산관리 2017. 9 보험대리회사

메이퇀디엔핑 온라인주문배달 2018. 2 보험중개회사

텐센트 게임, 소셜미디어, 간편결제 2017. 9 보험대리회사

바이두 포털사이트 2017. 9 보험중개회사

360치후 사이버보안 2019. 1 보험중개회사

바이트댄스 동영상 공유 2018. 6 보험중개회사

디디추싱 온라인차량 호출 2016. 3 보험대리회사

징둥 전자상거래 2018. 12 보험중개회사

수닝 전자상거래 2014. 2 보험대리회사

씨트립 온라인여행 예약 2011. 7 보험대리회사

투뉴 온라인여행 예약 2013. 5 보험중개회사

동쳉 온라인여행 예약 2013. 8 보험대리회사

취날 온라인여행 예약 2013. 9 보험중개회사

시나 포털사이트 2017. 1 보험중개회사

자료: 보험연구원(2021)

<표 Ⅳ-12> 중국 IT회사들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현황

○ 보험회사들은 IT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사 온라인플랫폼 구

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대형 보험회사들은 제3자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시에 자사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는 반해,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자금, 인력 및 브랜드 인지도의 제약으로 제

3자 온라인채널을 주로 이용함

∙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사 온라인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CM채널 중 IT회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16년부터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