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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규제강화에 따른 중국 
생명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이소양 연구원

글로벌 이슈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국 생명보험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유니버셜보험의 판매위축으로 크게 둔화됨. 중국 유니버셜보험 판매위축은 2016년 3월부터 발표된 

일련의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전문가들은 과거 중국 중소

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추세는 앞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국 생명보험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유니

버셜보험의 판매위축으로 크게 둔화됨1)

 2017년 상반기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1조 7,86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6.0% 증가

하였는데 동 증가율은 전년동기(50.3%)에 비해 24.3%p 하락함

 2017년 상반기 특별계정 기준의 유니버셜보험 수입보험료는 3,48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7.0% 감소하였는데 동 증가율은 전년동기(147.3%)에 비해 204.3%p 하락함

- 한편, 2017년 상반기 일반계정 기준의 유니버셜보험 수입보험료가 3,108억 위안으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2016년 말(36.9%)에 비해 15.5%p 하락함

 2017년 상반기 중국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생명보험 성장세 둔화로 2016년 상반기  

37.3%에서 23.0%로 크게 하락함

 중국 유니버셜보험 판매위축은 2016년 3월부터 발표된 일련의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방

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2)

 2015년 2월 유니버셜보험 예정이율 상한 폐지 이후 유니버셜보험의 경쟁력 상승으로 대다수 중국 

1)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7. 8), “2017年1-6月保险统计数据报告”
2) 新浪财经(2017. 7), “万能险降幅近六成的背后：下波颠覆行业洪流是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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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유니버셜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함3)

- 2016년 특별계정 기준의 유니버셜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 1,8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5.1% 증가하

였는데 동 증가율은 2016년 생명보험회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인 36.8%보다 18.3%p 높음

 그러나 일부 중국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만기가 짧은 유니버셜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주식과 부

동산에 투자하여 보험계약 해지가 급증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중국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한 대부분 유니버셜보험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지 수

수료가 없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면 대규모의 유니버셜보험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음4)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부터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들을 발

표함

- 2016년 3월 발표된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는 만기 5년 이하의 생명보험 판매를 제한하였

으며,5) 9월 발표된 “생명보험 계리제도 개선방안”은 유니버셜보험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을 기존의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함

- 2016년 12월 발표된 “생명보험 감독규정 강화 방안”은 만기 5년 이하의 생명보험 판매 규모 관련 

월별 통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7년 5월 발표된 “생명보험 상품개발 관리강화 조치”는 

유니버셜보험을 특약으로 설계된 생명보험의 판매를 금지함

 전문가들은 과거 중국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

로 전망함6)

 이번에 발표된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들은 생명보험산업의 안정성 제고를 목적

으로 발표되었지만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대형 생명보험회사에게 더 유리하다고 평가됨

 중국 생명보험회사 5위권 밖에 있는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유니버셜보험 집중 판매

로 2016년 말까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7년 상반기 다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37.5%에서 2016년 50.6%로 크게 상승하

였으나 2017년 상반기 46.9%로 50% 이하 수준으로 다시 하락함 

3)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중 특히 Hexie Health Insurance, Funde Sino Life, CCB Life, 
Huaxia Life, Sunshine Life, Tian An Life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14년 0.01%, 2.9%, 1.3%, 0.3%, 1.4%, 0.2%에서 2016
년 4.9%, 4.7%, 2.1%, 2.1%, 2.1%, 1.6%까지 크게 상승함

4) 이소양(2016. 1), ｢중국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동향｣, KiRi Weekly, 글로벌 이슈, 보험연구원
5) 동 조치는 만기 1년 이하의 생명보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만기 5년 이

하의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한을 50%로 규정함
6) 中证网(2017. 8)，“保险行业集中度有望进一步提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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