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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1. 중국 사업 현황

가. 수입보험료

○ 외자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016년 1,577억 위안에서 2020년 3,524억 위안으로 증가함

∙ 2020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16년 1,388억 

위안, 189억 위안에서 3,177억 위안, 348억 위안으로 상승함

○ 외자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5.09%에서 2020년 7.79%로 상승했으나 외자보

험회사의 개수(50개)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낮은 편임

∙ 2020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0%를 돌파했으나 외자 손해보험회사

의 시장점유율은 2%대에 불과함

- 2016년(5.09%)과 비교할 때 2020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63%p, 0.52%p 상승함

∙ 다만 많은 외자보험회사들이 영업허가를 받은 베이징 및 상하이의 외자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각각 20.38%, 19.34%로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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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명
보험
회사

보험료 1,388 1,934 2,127 2,805 3,177

점유율 6.40 7.43 8.10 9.47 10.03

회사 27 27 27 28 28

손해
보험
회사

보험료 189 206 228 253 348

점유율 2.04 1.96 1.94 1.94 2.56

회사 22 22 22 22 22

합계

보험료 1,577 2,140 2,355 3,058 3,524

점유율 5.09 5.85 6.19 7.17 7.79

회사 49 49 49 50 50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표 Ⅶ-1> 외자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억 위안, %, 개)

나. 순이익

○ 2019년 외자보험회사의 순이익은 2015년 55억 위안에서 206억 위안으로 증가함

∙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은 2015년 60억 위안에서 196억 위안으로 상승했으

며, 외자 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은 적자(-5억 위안)에서 흑자(10억 위안)로 전환됨

○ 외자보험회사의 순이익 비중은 2015년 2.9%에서 2019년 7.1%로 상승했으나 외자보험

회사 개수(50개)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작은 편임

∙ 2019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 비중은 8.4%를 기록했으나 외자 손해보험회

사의 순이익 비중은 1%대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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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보험
회사

순이익 60 21 88 120 196

비중 4.8 2.7 7.6 8.6 8.4

손해보험
회사

순이익 -5 -0 -1 9 10

비중 - - - 2.7 1.6

합계
순이익 55 21 87 129 206

비중 2.9 1.6 5.6 7.5 7.1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표 Ⅶ-2> 외자보험회사의 순이익
(단위: 억 위안, %)

○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면 2015~2019년 대부분 외자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 외자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흑자 외자생명보험회사는 15개사에서 21개사로 증가했으며 흑자 외자손해보험회

사는 11개사에서 18개사로 증가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보험
회사

흑자 15 15 18 18 21

적자 12 12 9 9 7

손해보험
회사

흑자 11 12 12 15 18

적자 11 10 10 7 4

합계
흑자 26 27 30 33 39

적자 23 22 19 16 11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표 Ⅶ-3> 흑자 외자보험회사 개수
(단위: 개)

다. 저성장 원인

○ 중자보험회사들과 비교할 때 외자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나 순이익 낮은 이유는 신규 

외자보험회사 증가세 주춤, 영업지역 제한, 낮은 회사 인지도 등이 있음58)

58) 德勤(2020); 金融时报(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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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년 중자보험회사는 104개사에서 129개사로 25개사가 증가했지만, 외자

보험회사는 49개사에서 50개사로 1개사만이 증가함

- 중자보험회사와 달리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보험회사는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및 중국 내 대표처 2년 이상의 운영경력을 포함한 영업허가 제한조치

를 받음

∙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지역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지역 확장에 있어서 중자보험회사들에 비해 외자보험회사들이 영업허

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움

- 예를 들어 외자보험회사가 처벌을 받은 사업연도에 신규 영업지역에 대해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 외국 보험회사는 세계 보험시장에서 회사 인지도가 매우 높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회사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중국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음

- 이는 외국 보험회사에 비해 중국 보험회사의 중국 주주가 대국민 이미지가 좋고 

회사 인지도가 높기 때문임

○ 다만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외자보험회사의 저성장 원

인인 신규 외자보험회사 증가세 주춤 및 영업지역 제한 문제가 해소되었음

∙ 제2장에서 언급됐듯이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시장 전면 개방으로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CHUBB, AXA, HSBC, Standard Life, Allianz, AIA, ERCO는 중국 사

업을 확대했거나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중국 보험업계에서는 중국 보험시장 전면 개방이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

출에 관심을 가진 외국 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2. 성공사례

○ 본 절에서 일부 외자보험회사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

내 보험회사에게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는 합자 또는 독자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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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직접 영위하고 있음

∙ DB손보는 중국 보험회사인 안성손해보험회사 지분의 15.1%를 보유하고 있음

○ 외자보험회사 중 AIA생명보험회사, CIGNA-CMB생명보험회사, 국태손해보험회사를 성공

사례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AIA생명보험회사는 독자 외자생명보험회사이고 CIGNA-CMB생명보험회사는 중외합자

생명보험회사이므로 중국에서 생명보험 사업을 확대하려는 외자보험회사에게 2가지 

사업 확대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음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독자 외자손해보험회사에서 중외합자손해보험회사로 전환된 

외자보험회사이므로 중국에서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내는 외자보험회사에게 새로

운 사업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음

가. AIA생명보험회사

1) 영업실적

○ 1992년 AIA는 중국 상하이에서 보험업무를 시작했으며, 그 이후 시장점유율이 낮지만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2020년 AIA의 수입보험료가 161억 위안에서 398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0.7%에서 1.2%까지 상승함

∙ 2020년 시장점유율이 1%대에 불과했지만 AIA의 순이익은 73억 위안으로 2016년 

5억 위안에 비해 68억 위안이나 증가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입보험료 16,115 20,760 26,134 34,134 39,798 25.4

시장점유율 0.7 0.8 1.0 1.1 1.2 -

순이익 517 1,990 4,344 8,169 7,319 94.0

자료: AIA생명보험회사, 『경영보고서』

<표 Ⅶ-4> AIA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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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과정

○ 1992년 AIA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사를 설립했으며 2002년까지 7개 지역에서 보험업무

를 영위함

∙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보험을 영업했던 AIA는 1992년에 중국 감독당국에서 영

업허가를 받아 최초의 외국 보험회사로 상하이에서 지사를 설립해 영업을 시작함

∙ 중국에서 보험을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

으며, AIA는 2002년까지 광저우, 선전, 베이징, 장쑤, 둥관 및 장먼에서 추가로 

영업허가를 받았음

○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독자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했으

며, 6월 AIA는 최초의 외국 보험회사로 독자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함

∙ 지사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 중국 보험회사들과 같은 감독을 받을 수 있으므로 

AIA는 회사 형태를 지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함

∙ AIA는 2021년 4월에 쓰촨에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6월에 후베이에서 영업 예비

허가를 받았음

○ 2020년 6월 AIA는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추진함

∙ 시장점유율 및 성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우체국보험회사와 유사한 중국우정생명

보험회사는 AIA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분투자 대상임

- 2020년 총수입보험료 기준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는 중국 생명보험시장 10위권에 

진입했으며, 2016~2020년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생명보

험시장 평균 성장률(17.6%)보다 11.4%p 높은 29.0%를 기록함

∙ 중국 감독당국이 AIA의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투자를 승인할 경우 AIA는 중국

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의 24.99%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될 것임

3) 성공 요인

○ 2002년 이후 중국에서 영업지역을 확대하지 못하는 AIA는 중자보험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차별적인 상품과 채널 전략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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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까지 7개 지역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함

∙ 저축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중자보험회사들과 달리 AIA는 중대질병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며 고객 필요에 따라 저축성보험, 의료서비

스 및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총수입보험료가 AIA의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9년 약 25%에서 2019년 약 60%까지 상승함

∙ 중국에서 최초로 설계사채널을 도입한 AIA는 설계사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

자보험회사들과 달리 설계사의 작은 이동으로 발생한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2010년부터 설계사의 질적 성장 강화를 시작함

- 2010년 AIA는 마스터 플래너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마스터 플래너 가운데 

백만 달러 원탁회의(MDRT)를 달성하는 설계사 수는 2011년 163명에서 2019년 

2,577명까지 증가함

- AIA의 설계사 수는 설계사 질적 성장 전략으로 2010년 2.4만 명에서 2013년 

1.5만 명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 2019년 4.4만 명까지 회복됨

- 2010년부터 총수입보험료 기준 설계사채널의 판매 비중은 계속 90% 이상을 유지함

○ AIA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2020년 이후 방카슈랑스 채널 및 양로서비스 강화에

도 나섬

∙ 2021년 6월 AIA가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방카

슈랑스 영업 강화에 도움이 됨

- 2010년 AIA는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를 위해 중국공상은행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총수입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1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의 모회사인 중국우정그룹은 4만 개의 영업점포를 보유하

는 우체국과 은행 자회사를 갖고 있으므로 AIA은 중국우정그룹과 사업협력을 

하면 방카슈랑스 판매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2021년 7월 AIA는 고령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노후소득 준비, 건강위험보장 및 양

로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양로서비스를 출시함

- AIA는 노후소득준비와 건강위험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연금보험, 종신보험 및 의

료보험 등 신상품을 출시했으며, 보험고객은 필요한 보장에 따라 이들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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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골라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양로서비스 사업자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해 기존의 건강관리인력을 활

용해 퇴직 전부터 퇴직 후까지 고객 맞춤형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며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를 대상으로 북단대학교와 ‘노후설계사’ 프로

그램을 개설함

∙ 한편, 보험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험집사서비스를 출시하며 스마트폰 앱에

서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나만의 양로 플랜’을 출시해 맞춤형 양로정보를 제공함

○ AIA는 중국에서 회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국민 친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베이징에서 유소년 축구 꿈나무 이벤트를 지원하고, 신장에서 어려운 서민에게 무

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하이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자선신탁을 출범함

나. CIGNA-CMB생명보험회사

1) 영업실적

○ 2003년 미국 CIGNA는 중국 CMC(심천정존투자회사)와 합자법인 CIGNA-CMC Life를 

설립했으며 그 이후 시장점유율이 낮지만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CMC가 소유 지분 전액을 CMB(초상은행)에 양도하면서 CIGNA-CMC Life

의 명칭은 CIGNA-CMB Life로 변경됨

∙ 2016~2020년 CIGNA-CMB의 수입보험료가 120억 위안에서 197억 위안으로 증가

했으며, 중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0.6%를 유지함

∙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2020년 CIGNA-CMB의 순이익은 16억 위

안으로 2016년(2억 위안)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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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입보험료 11,986 12,814 15,062 18,004 19,661 13.2

시장점유율 0.5 0.5 0.6 0.6 0.6 -

순이익 221 667 1,044 1,379 1,630 64.8

자료: CIGNA-CMB생명보험회사, 『경영보고서』

<표 Ⅶ-5> CIGNA-CMB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위안, %)

2) 성장 과정

○ 2003년 CIGNA-CMB는 중국 선전에서 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까지 18개 지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함

∙ CIGNA-CMB는 보험사업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영업지역을 선전에서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후베이, 장쑤, 저장, 쓰촨, 산중, 광둥, 량오닝, 싼시, 후난, 허

난, 장시, 푸젠, 안후이, 윈난까지 확대함

○ 2017년과 2020년에 CIGNA-CMB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자산관리사업 강화를 위해 각

각 건강관리 및 자산관리 관련 자회사를 설립함

∙ CIGNA-CMB는 보험판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두 중요시하는 보험회사이며, 건

강서비스 고객을 비보험고객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강관리자회사를 설립함

- 중국의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자회사를 통해 자사 보험고객 및 제3자 비보험고객

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19년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보험자산관리회사 소유를 허용했으며, CIGNA-CMB는 

자사 자산운용 능력 강화 및 자산관리사업 진출을 위해 자산관리자회사를 설립함

- CIGNA-CMB의 자산관리자회사는 모회사인 CIGNA-CMB 및 제3자에게 자산관

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성공 요인

○ CIGNA-CMB는 미국 주주의 경영 노하우 및 중국 주주의 은행 점포를 바탕으로 차별적

인 상품과 채널 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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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GNA-CMB는 미국 주주인 CIGNA의 TM채널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TM채널

을 핵심 판매채널로 도입했으며 중국 주주인 CMB의 은행 점포가 많은 장점을 이

용해 방카슈랑스채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함

- 또한 CIGNA-CMB는 기업 고객에게 단체 건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중개인 

채널을 이용하고 MZ세대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CM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 저축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중자보험회사들과 달리 CIGNA-CMB는 건강관

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보험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CIGNA-CMB는 고객 가족의 보험 수요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을 패키지화하여 판매하고 다른 중국 보험회사보다 신상품 판매에 집

중적으로 노력해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음

∙ 한편, CIGNA-CMB는 중국 주주(CMC, CMB)의 모회사인 CMG(초상국그룹)의 고객 

자원을 이용해 잠재 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CMG(초상국그룹)는 금융, 교통 운송,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국

유지주회사임

○ CIGNA-CMB는 회사 브랜드 인지도 및 국민 친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 

보험산업 조사연구 후원사업, 보험산업 관련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함

∙ CIGNA-CMB는 중국청소년기금, 애우자선기금과 빈곤지역에 도서관, 교실을 기부

하며 중국 보험협회의 온라인보험 조사연구를 후원하고 상하이 푸단대학교와 헬

스케어산업포럼을 주최했음

- 또한 CIGNA-CMB는 중국에 인기가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

(Weibo)와 웨신(Wechat)을 통해 회사 인지도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CIGNA-CMB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중국 언론인 ‘21세기 경제

보도’가 실시하는 ‘아시아보험회사 경쟁력 평가’에서 8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보

험전문지인 ‘중국은행보험보’가 실시하는 금융브랜드 영향력 평가에서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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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태손해보험회사(Cathay Insurance)

1) 영업실적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대만 국태보험지주회사에 의해 2008년에 설립됐으며 2016년에 앤트

파이낸셜에 인수되면서 그 이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대만 국태보험지주회사는 2008년에 독자 손해보험회사인 국태손해보험회사를 설

립했으나 2016년에 자본 확충을 위해 경영권을 앤트파이낸셜에게 양도함

- 알라바바의 관계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은 8억 위안에 국태손해보험회사 지분의 

51%를 취득했으며,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독자 외자보험회사에서 중외합자보험회

사로 전환됨

∙ 2016~2020년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7억 위안에서 60억 위안으로 증

가했으며,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서 0.5%로 상승함

∙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2020년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 

6천만 위안에서 플러스 6천만 위안으로 전환됨

- 이는 국태손해보험회사가 새 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지원을 받아서 경영권 양도 

후 4년 만에 영업흑자를 취득한 것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입보험료 651 1,303 3,849 4,824 6,033 74.5

시장점유율 0.1 0.1 0.4 0.4 0.5 -

순이익 -162 -92 -50 5 62 -

자료: 국태손해보험회사, 『경영보고서』

<표 Ⅶ-6>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위안, %)

2) 성장 과정

○ 2008년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독자 중국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까지 

11개 지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함



100 이슈보고서 2021-17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2008년부터 영업지역을 상하이에서 베이징, 산둥, 칭다오, 장

쑤, 저장, 쓰촨, 후베이, 푸젠, 샤문, 광둥까지 확대함

○ 그러나 2016년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낸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지급여력 부족으로 자본 확

충이 불가피함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외형성장을 추진했으나 자동차보험업

무의 지속적인 적자로 전체 영업순익이 2009년 1천 983만 위안에서 1억 6천 188

만 위안으로 확대됨

∙ 2016년 2/4분기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감독당국이 권고한 적정 수

준인 100%보다 낮은 38.9%로 떨어졌으며 자본 확충이 불가피함

- 지급여력비율이 권고 수준 이하로 떨어진 보험회사는 신규 보험모집을 할 수 없음

○ 2016년 앤트파이낸셜은 8억 위안에 국태손해보험회사 지분의 51%를 취득했으며, 국태

손해보험회사는 독자 외자보험회사에서 중외합자보험회사로 전환됨

3) 성공 요인

○ 앤트파이낸셜은 핀테크사업 종사자를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CEO로 선임했으며, 이

에 따라 국태손해보험회사는 2016년부터 상품과 채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 국태손해보험회사 CEO는 중국국제금융투자회사, 알리바바, 앤트파이낸셜 출신의 핀

테크 전문가이며, 3명 상임이사 중 2명은 앤트파이낸셜 출신의 핀테크 전문가임

∙ 과거에 자동차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판매를 

축소하고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금융계좌손해배상책임보

험, 단기건강보험, 상해보험, 소포반송보험 판매를 확대함

- 국태손해보험회사의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이용자는 간편결제서비스 앱인 알

리페이를 쓰고 있어 금융계좌손해배상보험과 같은 보험 수요가 큼

∙ 또한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알리

페이를 보유하는 장점을 이용해 알리페이를 핵심 온라인 판매채널로 도입함

- 2020년 기준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온라인채널 보험판매 급증으로 전체 온라인채

널 손해보험시장에서 5위(6.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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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던 국태손해보험회사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알리페이를 중심

으로 보험사업을 강화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음

∙ 2019년과 2020년에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언론인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하는 

보험회사 평가에서 각각 ‘우수 인슈어테크회사’, ‘우수 보험회사’를 수상함

3. 시사점

○ AIA, CIGNA-CMB,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를 볼 때 중국 보험시장의 성공

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영업지역,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에 있어서 차별적인 성장전략 수립

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영업지역: 상기 외자보험회사들은 경영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징, 상하

이, 저장, 장쑤, 광둥, 산둥 등 지역을 중점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해 보험 수요가 

높은 잠재 고객에게 최대한 접근할 수 있음

∙ 보험상품: 상기 외자보험회사들은 외국 주주의 경영 노하우 및 중국 주주의 고객 자

원을 바탕으로 중국 보험회사들과 다른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함

- AIA는 선진시장에서 쌓인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대질병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CIGNA-CMB는 미국 주주인 CIGNA의 경

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보험 및 단기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지배주주 변경 후 중국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고객 자원

을 이용해 금융계좌손해배상책임보험과 단기건강보험 판매를 확대함

∙ 판매채널: 상기 외자보험회사들은 외국 주주의 경영 노하우나 중국 주주의 영업점

포나 온라인플랫폼을 바탕으로 목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판매채널을 구축함

- AIA는 설명이 필요한 보장성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설계사채널을 핵심 판매채널

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보험고객 확보를 위해 방카슈랑스채널을 강화함

- CIGNA-CMB는 건강보험 판매를 위한 CM채널,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보험 판

매를 위한 방카슈랑스채널, 단기건강보험 판매를 위한 보험중개인채널을 구축함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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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겨냥해 알리페이를 핵심 온라인채널로 활용함

○ 또한 CIGNA-CMB,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를 볼 때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신뢰가 있거나 시장 영향력이 있는 비보험권 회사와의 합

자도 중요한 요인임

∙ 감독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시장 영향력이 높고 대국민 이미지가 양

호한 중국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함으로써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잠재 고객 

확보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CIGNA-CMB는 중국 주주인 CMC가 중국 감독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

른 합자회사보다 신상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을 수 있었음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온라인플랫폼과 고객 자원을 

이용해 금융계좌손해배상책임보험, 단기건강보험, 상해보험, 소포반송보험 판매

를 확대함

- 2020년 3월과 2021년 5월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각각 중국 IT회사에서 새

로운 투자를 유치해 중국 독자법인을 중외합자법인을 전환함

- 다만 현대해상은 현대해상 중국법인에서 지분 32%를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중국법인에서 지분 37%를 보유해 최대 주주 지

위를 유지함

○ AIA, CIGNA-CMB,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사례 검토를 통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

내 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내 보험회사의 판매유통에서 최대 강점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채널과 

같은 모집조직 양성 및 관리에 대한 경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으로 기존의 방카슈랑스채널 독점 

시대에서 방카슈랑스채널과 보험설계사채널로 양분되는 시대로 진입했으며, 

AIA는 보험설계사채널에 대한 활용으로 시장 진출에 성공함

- 국내 보험회사는 판매유통에 강점이 있지만 MZ세대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적

절한 CM채널 구축이 필요함

∙ 둘째, 동일 동양 문화권 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해 중국인의 보험 수요에 부합한 다

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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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 CIGNA-CMB는 중국 보험회사들과 달리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연

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보

험에서의 성장을 초래함

- 대형 손해보험회사가 경영우위를 가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사업 축소를 추진

한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온라인보험시

장에서 성장을 이뤘음

- 한국의 경우 같은 동양 문화권 국가로 선진시장의 보험상품을 동양 문화권에서 

재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셋째, 국내 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회사 홍보전략을 적극적

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한국보다 더 긴장된 상황으로 나타나지만, 

대만계 손해보험회사인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영향

력을 이용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음

-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부터 악화된 한·중의 관계를 감안할 

때 국내 보험회사도 중국 주주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보험회사를 홍보할 필

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