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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

이소양 연구원

 중국은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버산

업이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생명보험회사는 정부의 실버산업 진입 장려 

정책 발표 이후 실버플랜 연금보험과 실버타운을 결합한 방식으로 실버산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음.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버타운시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생명보험

회사들의 전문 인재 육성 및 경영 노하우 축적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함. 앞서 2014년 Union Life는 

미국에서 6개의 실버타운을 인수한 바 있음.

 중국은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

버산업1)이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출산율은 1979년 실시된 ‘한 자녀 정책’2)으로 1970년 3.3명에서 2013년 1.5명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세에서 2015년 76세로 대폭 연장됨.

 UN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7.1%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 14.0%로 고령 사회, 2035년 20.9%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3)

 중국노령협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중국의 실버산업 규모가 2010년 1조 위안에서 2040년 

17.5조 위안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함.4)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자

본의 실버산업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발표하였음.

1) 중국노령협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실버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실버금융, 실
버서비스, 실버부동산, 실버용품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함.

2)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소수민족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가정이 1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는 산아제한정책을 의미함.
3) UN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

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음.
4) 중국노령협회(2014. 9), 中國老齡產業發展報告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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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중국 민정부(한국의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에 해당)는 ｢민간자본의 실버서비스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시의견｣에서 민간자본의 실버산업 진입에 대해 장려하는 지침을 제시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실버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투자 및 융자 정책, 토지

공급 정책, 조세우대 정책 등 민간자본의 실버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함.

 한편, 2012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심화된 의약위생체계 개혁계획 및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를 통

해 사립의료기관의 발전목표5)를 제시하고 민간자본의 사립의료기관 설립을 장려하기로 함.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실버플랜 연금보험과 실버타운6)을 결합한 방식으로 실버산업 진출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음.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대도시에서 실버타운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며, 중고소득

층 고령자에 초점을 맞추어 실버타운 입주 옵션을 제공하는 실버플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실버플랜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 수령 연령부터 즉시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임대료를 부담하는 실버타운 입주를 선택할 수도 있음.

   - Union Life 및 Taikang Life는 선두자로서 각각 2013년부터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실버플랜 

연금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함.

   - China Life, PICC, China Taiping, CPIC, China Ping An, Sunshine Insurance, Funde 

Sino Life는 각각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에 실버플랜 연금보험을 판매할 예정임.

 한편, 실버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사립병원 설립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Sunshine Insurance, China Life, Taikang Life는 각각 기존의 지방병원과 공동 투자하여 사

립병원을 설립하였으며 China Ping An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버타운시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생명보험

회사들의 전문인재 육성 및 경영 노하우 축적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함.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중국식 부양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서양식 양로 관념으로 전환되

고 있어서 향후 중고소득층 고령자의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앞서 2014년 Union Life는 전문 인재 및 경영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회사인 Summit 

Healthcare REIT에서 6개의 실버타운을 인수한 바 있음. 

5) 2015년 사립의료기관의 침상수와 서비스 양이 전체 의료기관 총량의 20%에 달할 것임.
6) 실버타운은 의료시설,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활관리, 건강관리,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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