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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강보험시장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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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강보험시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40.6%의 성장을 기록함.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발

표한 일련의 건강보험 활성화 정책은 최근 건강보험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중국 보험회사들

은 건강보험시장의 높은 잠재성장력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건강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40.6%의 성장을 기록함1)

 중국 건강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13년 1,123억 위안에서 2017년 4,389억 위안까지 증가함

- 2017년 중국 건강보험 수입보험료가 전체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5% 보

다 5.5%p 높아진 12.0%로 확대됨

 다만 2017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 67.7%에서 8.6%로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2016년 3월 발표된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2)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임

-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는 보험기간 5년 이하의 간병보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

라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 판매 실적이 크게 위축됨

- 보험기간 5년 이하의 간병보험을 제외할 경우, 2017년 중국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45%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남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발표한 일련의 건강보험 활성화 정책은 최근 건강보험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2014년 7월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이 발표한 “상업 건강보험 발전에 관한 의견”은 개인의 의료

비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의료보험제도인 기본의료보험 외에도 사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

다고 발표함

1)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자료, “2013~2017 保险业经营情况表”
2)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법규정보, “中国保监会关于规范中短存续期人身保险产品有关事项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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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국 전체 의료비 지출 대비 개인 직접 부담 비중은 28.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20.3%, 2016년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임

 2014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의료 공급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회사 등 민간자본이 인수합병 및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16년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의약위생제도 개혁 계획에 관한 통지”는 보험회사의 의료, 요

양 및 건강진단 관련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기로 함

- 2017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상품

개발, 보험금 지급,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협력을 장려함

 2017년 4월 중국 재정부(MOF), 세무총국(SAT) 및 보감회(CIRC)는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2,400위안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건강보험 세제혜택 방안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동 방안은 앞서 2016년 1월부터 3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바 있음

 2017월 4월부터 총 3개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건강보

험 개발 및 보험사기 예방 등 건강보험산업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17년 11월 중국 보감회는 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데이터 공유, 건강보험

과 건강관리서비스의 결합 등의 내용을 추가한 “건강보험관리방법(의견수령안)”을 발표함

 중국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시장의 높은 잠재성장력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글로벌 회사사인 안스트 앤드 영(EY)은 중국 건강보험시장 수입보험료가 2020년까지 1조 3천만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3)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건강보험시장의 1인당 보험료는 316위안(약 5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약 276만 원, 201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2017년 건강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보험회사 개수는 2015년보다 23개가 증가한 149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170개 보험회사에서 약 88%의 비중을 차지함

- 또한 건강보험사업을 영위하는 149개 보험회사 가운데 건강보험전문보험회사가 7개임

 2017년 기군 중국 상위 2개사, 12개사, 상위 3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2%, 80.1%, 95.6%를 기록하였으

며, 나머지 111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4%에 불과함

-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17.8%) 및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15.5%)는 건강보험시장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3) EY(2018. 7), “中国商业健康险白皮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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