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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00% 외자 생명보험 법인 설립과 전망
11월 15일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독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중

일 알리안츠 보험사의 중국 상하이 법인 설립을

국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6조 6,000억 위안에서

최종 인가했다. 이는 중국 내 처음으로 외국계 보

2024년 14조 위안으로 연평균 13.4%가 증가할 것

험사가 100% 외자 지분으로 설립한 생명보험 법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으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한 이

하지만 2018년 중국의 보험밀도(保险密度)는

후 약속을 실현한 실질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주

406달러로 글로벌 평균 수준(682달러)을 크게 밑

목받고 있다.

돌고 있고 보험침투도(保险深度)는 4.2%로 글로

외국 보험사가 중국 보험시장 진출을 확대한

벌 평균(6.09%)보다 낮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데에는 2018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금융업 개

와 보험시장 발전수준을 볼 때 향후 중국 생명보

방 정책의 영향이 크다. 2018년 4월 보아오포럼

험 시장의 성장 잠재성이 크다.

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외개방 확대를 강조한 이

중국 내 보험 전문가는 외국인 지분 규제 폐지

후 유관 부처들은 연이어 금융시장 개방 정책을

로 인해 외자 독자 생명보험사 수가 증가할 것으

발표했다.

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우수한 보험상품과 관

보험 분야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리 시스템을 갖춘 외국기업의 진출은 중국 보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2018년 6월 중국 정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수준을 높일 것으로

는 외국 생명보험사의 중국 법인 지분 상한선을

보고 있다.

50%에서 51%로 규제 완화했고 2019년 7월에는

한편, 이미 진출한 많은 외국계 보험사들은 현

지분율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외자 독자 생명보

지화 전략 실패, 전문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경영난

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외국

을 겪고 있으며, 차이나라이프(中国人寿), 핑안

보험사의 중국 내 의무 경영 연한, 자산 보유 조

보험(中国平安) 등 대형 국유보험사가 압도적인

건도 폐지하여 중국 보험시장의 개방이 크게 확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서 외국계 생명보

대되었다.

험사의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또한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현

서 실버산업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외

지화 전략을 갖춤과 동시에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

국 보험사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8

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년 중국의 은퇴 나이(60세)를 넘은 인구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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