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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산운용

1. 자산운용 규제

가. 운용자산 및 투자자산37)

○ 중국 보험회사(보험그룹 포함, 이하 동일)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하, ‘운용자산’이라 

함)은 자본금, 보험적립금, 미배당이익, 각종 책임준비금 및 기타 자금으로 규정됨

∙ 보험회사의 주주는 불법·부정행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면 안 됨

- 이는 2018년에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주주가 불법·부정행위를 통해 보험

회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내용임

○ 중국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하, ‘투자자산’이라 함)은 ① 은행예금, ② 채권, 

③ 주식, ④ 펀드, ⑤ 부동산, ⑥ 회사 지분, ⑦ 증권화 투자상품, ⑧ 벤처투자 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산이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직접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투자관리회사에 위탁투자할 수 있음

- 투자관리회사는 보험회사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증권사, 자산관리회사, 펀드사

가 있음

∙ 중국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자산이나 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

- 비은행 금융회사의 예금,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특별처리’나 ‘상장중지 위험이 

있는 특별처리’ 대상 주식,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 및 부동

산,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자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사업(약관대출 제외) 및 감독당국이 금지한 기타 사업임

37)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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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을 이용해 사무용 부동산 매입, 상장회사 인수, 비상장 

회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할 수 있음

- 비상장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지급능력감독규정의 요구를 만족해

야 함

- 경영권 취득을 위한 비상장 회사 투자대상은 보험 관련 회사(보험회사, 보험자

산관리회사, 보험전문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보험사정회사), 비보험형 금융회

사, 보험업무 관련 회사가 있음

나. 투자상한38)

○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을 다시 세분화하여 자산유형별 투자상한을 설정함

∙ 보험회사의 투자자산(특별계정 미포함)은 크게 유동성 자산, 고정수익형 자산, 주

식형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및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됨

- 유동성 자산은 현금,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만기가 짧고 유동성이 높고 

현금화가 쉽고 가치변동 위험이 적은 자산을 포함함

- 고정수익형 자산은 만기가 명확하고 정해진 이율 및 형태로 이자 및 원금을 지

급하는 자산,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함

- 주식형 자산은 상장 주식형 자산 및 비상장 주식형 자산을 포함함

-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있는 정착물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

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함

- 기타 금융자산은 위험수익, 유동성 등과 같은 특징이 상기 자산과 다르고 상기 

자산에 포함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함

∙ 주식형 자산의 투자상한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설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

지하는 상한은 10%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100~14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

하는 상한은 20%로 한정됨

3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4);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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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150~19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

하는 상한은 25%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200~24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

하는 상한은 30%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250~29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

하는 상한은 35%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300~34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

하는 상한은 40%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350% 이상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

하는 상한은 45%로 한정됨

∙ 부동산 관련 자산(사무용 부동산 미포함) 및 기타 금융자산의 투자상한은 각각 보

험회사의 전분기 총자산의 30%, 25%로 설정됨

투자자산 세부 내용 투자상한

유동성 자산
현금,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만기가 짧고 유동성이 높고 
현금화가 쉽고 가치변동 위험이 적은 자산을 포함

상한 없음

고정수익형 자산
만기가 명확하고 정해진 이율 및 형태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
는 자산,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

상한 없음

주식형 자산 상장 주식형 자산 및 비상장 주식형 자산을 포함 10~45％

부동산 관련 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있는 정착물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

30％

기타 금융자산
위험수익, 유동성 등과 같은 특징이 상기 자산과 다르고 상기 자
산에 포함하지 않은 자산을 의미

25％

주: 주식형 자산의 구체적인 투자상한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결정됨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4);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표 Ⅴ-1>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유형별 투자상한

○ 또한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해 대상국가, 투자자산, 투자상한을 따로 

설정함39) 

39) 『보험자금 해외투자 관리잠정방법』, 『보험자금 해외투자 관리장점방법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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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대상국가는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으로 구분됨

- 선진시장(25개)은 호주, 홍콩,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벨기

에, 이스라엘,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일본,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미국, 독일, 뉴질랜드, 그리스, 노르웨이가 

있음

- 신흥시장(20개)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폴란드, 칠레, 한국, 러시아, 콜롬비아, 말

레이시아, 남아공, 체코, 멕시코, 대만, 이집트, 모로코, 태국, 헝가리, 페루, 터

키, 인도, 필리핀이 있음

∙ 투자자산은 화폐형 자산, 고정수익형 자산, 주식형 자산, 부동산이 있음

- 화폐형 자산은 만기가 1년 미만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역환매조건부약정, 

단기 정부 채권 등이 있음

- 고정수익형 자산은 은행예금, 정부 채권, 정부 보증형 채권, 국제금융기관 발행 

채권, 회사채, 전환 가능 사채 등을 포함함

- 주식형 자산은 선진시장의 보통주, 우선주, 글로벌 예탁증서, 미국 예탁증서, 비

상장기업(금융, 양로, 의료, 에너지, 자원, 자동차 서비스, 현대농업 포함) 지분 

등을 포함함

- 부동산은 선진시장의 주요 도시 시내에 있는 상업 부동산을 한정됨

∙ 해외자산의 투자상한은 전년도 총자산의 15%로 설정되었으며, 해외자산 중 보험

회사가 신흥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은 전년도 총자산의 10%로 한정됨

∙ 한편, 보험회사는 해외투자위험 헤지에 있어서 이자스왑, 금리선물, 외화선물, 외

환스왑, 주가지수선물 등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2. 자산운용 현황

가. 총자산 및 운용자산

○ 2020년 보험회사의 총자산 및 운용자산은 각각 2014년 10조 1,591억 위안, 9조 

3,314억 위안에서 23조 2,984억 위안, 21조 6,801억 위안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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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까지 약 20%를 유지했던 총자산 및 운용자산 증가율은 2017년부터 생명보

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강화로 인해 10%대로 수직으로 하락함40)

- 중국 감독당국은 2016년부터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 ‘생명보험 계리

제도 개선방안’, ‘생명보험 감독규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런 규정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유니버설보험 판매를 축소시켰음

연도
총자산 운용자산

잔액 증가율 잔액 증가율

2014 10조 1,591 22.6 9조 3,314 21.4

2015 12조 3,598 21.7 11조 1,795 19.8

2016 15조 1,169 22.3 13조 3,910 19.8

2017 16조 7,489 10.8 14조 9,207 11.4

2018 18조 3,309 9.5 16조 4,089 10.0

2019 20조 5,645 12.1 18조 5,275 12.9

2020 23조 2,984 13.1 21조 6,801 17.0

자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统计资料(https://www.cbirc.gov.cn/cn/view/pages/tongjishuju/tongjis

huju.html)

<표 Ⅴ-2> 보험회사 총자산 및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나. 투자자산41)

○ 2020년 은행예금 잔액은 2016년 2조 4,844억 위안에서 2조 5,973억 위안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 투자자산 대비 비중은 2016년 18.6%에서 12.0%로 하락함

∙ 자산 비중 기준 2016년 투자자산에서 3위를 차지했던 은행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으로 2020년 4위로 밀려남

- 2015년부터 은행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회사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

하기 위해 투자자산에서 은행예금 비중을 축소함

40) 腾讯财经(2017)

41)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을 크게 유동성 자산, 고정수익형 자산, 주식형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및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했으나 예금, 채권, 주식, 기타 자산의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현황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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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015년 2%대에서 2016년 1.5%로 하락함

○ 채권 및 주식 잔액은 각각 2016년 4조 3,050억 위안, 1조 7,788억 위안에서 7조 

9,329억 위안, 2조 9,822억 위안으로 상승했으며 전체 투자자산 대비 비중은 각각 

2016년 32.1%, 13.3%에서 36.6%, 13.8%로 확대됨

∙ 자산 비중 기준 2016~2020년 채권은 투자자산에서 2위를 유지하였으며 주식은 

은행예금을 제치고 4위에서 3위로 올라감

○ 2020년 투자자산 중 기타 자산 잔액은 2016년 4조 8,228억 위안에서 8조 1,677억 위

안으로 상승했으며 전체 투자자산 대비 비중은 2016년 36.0%에서 37.7%로 상승함

∙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비상장 회사 지분, 사모펀드 등이 있으며 2016

~2020년 투자자산에서 1위의 비중을 유지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금
잔액 24,844 19,274 24,364 25,227 25,973

비중 18.6 12.9 14.8 13.6 12.0

채권
잔액 43,050 51,613 56,383 64,032 79,329

비중 32.1 34.6 34.4 34.6 36.6

주식
잔액 17,788 18,354 19,220 24,369 29,822

비중 13.3 12.3 11.7 13.2 13.8

기타
자산

잔액 48,228 59,966 64,122 71,647 81,677

비중 36.0 40.2 39.1 38.7 37.7

운용자산 합계 133,910 149,207 164,089 185,275 216,801

주: 주식은 주식형 펀드를 포함함

자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统计资料(https://www.cbirc.gov.cn/cn/view/pages/tongjishuju/tongjis

huju.html)

<표 Ⅴ-3> 보험회사 투자자산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 한편,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잔액은 2019년 기준 약 4,700억 위안으로 전체 투자자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임42)

42) 第一财经(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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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대상국은 홍콩, 미국,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자

산은 주식, 부동산, 회사 지분 등이 있음

∙ 2019년 해외자산 잔액이 전년도 보험회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

과해 해외자산 투자상한(15%)에 크게 못 미침

다. 투자수익

○ 보험회사 운용자산 투자수익은 2016년 7,071억 위안에서 2020년 1조 1,000억 위안으

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2018년 보험회사 운용자산 투자수익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중국 주식시

장 불황(상해종합지수, -24.6%)으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때문임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그림 Ⅴ-1> 보험회사 운용자산 투자수익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72 이슈보고서 2021-17

3.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가. 제한적인 투자자산 종류

○ 선진시장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중국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종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43)

∙ 예를 들면 투자자산에서 대출채권을 많이 배분하는 국내 보험회사와 달리 중국 보

험회사는 약관대출을 제외하고 대출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또한 중국 보험회사는 약관대출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규모

(4,347억 위안, 2018년 기준)는 관련 감독규정 미비로 크지 않음44)

나. 낮은 투자수익률

○ 2016~2020년 중국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

익률보다 더 낮았음

∙ 2016~2020년 중국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6.9%를 기록하였음45)

∙ 자산운용 전문인력 부족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무관심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저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43) 李敏佳 외(2021)

44) 新京报(2019)

45) 中国证券报(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