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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그룹 「상호보(相互宝)」의 구조와 의미
온라인상호부조계획(상호보험)

□ 상호보험의 정의와 중국 현황
□ 알리바바그룹 「상호보」의 구조와 특징
□ 후속 상호보험의 판매중단과 「상호보」의 개정
□ 알리바바그룹 「상호보」 사례의 의미

< 내 용 요 약 >
 상호보험은 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갹출하여,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보험
• 보험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험형태지만, 한국·중국은 비중이 극히 낮음
• 중국은 상호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생보 1개·손보 3개가 설립
 알리바바는 자회사로 상호회사를 설립, 18.10월 ‘상호보’라는 상호보험을 출시하여 1개월 만에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하며 흥행
• ① 알리 회원 ② 지마신용점수 650점 이상 ③ 나이 생후30일~59세 ④ 현재 건강상태 기
준 충족이라는 4가지 조건이 만족 시 가입 가능
• 상호보는 암을 비롯한 100가지 중대한 질병·상해를 보장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에 따
라 후불제로 정산하는 것이 특징
 상호보가 단기간 인기를 끌자, 18.11월 징동금융이 일부 사항을 개선하여 ‘징동호보(京东互保)’
를 출시하였으나 하루 만에 판매 중지
•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이익침해와 불만이 제기되어 감독당국이 개
입한 것으로 추정
 중국 보험감독당국은 알리바바의 상호보도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상호보의 관리주체·상품
명·상품성격 등 일부 세부사항을 변경하여 운영
• 일부 비즈니스의 변화는 생겼지만, 상호보의 큰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발전 전망
 알리바바의 상호보는 기존 보험산업에 ‘충격’을 주었으며, ‘거대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보험산
업에 빠르게 진입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 알리바바그룹의 디지털 생태계에 상호보험을 접목해, 고객확보·상품개발·심사·보상을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과의 원동력
• KB금융그룹의 고유한 역량을 결합하여 금융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

스의 고민이 필요

 상호보험의 정의와 중국 현황
○ 상호보험(相互保險, mutual insurance)은 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단체를 형
성하고 기금을 갹출하여, 가입자 중 보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1


상호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이 없으며,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서로 보험자와 피보험
자를 겸하는 지위를 가짐

1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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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상법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영리보험
과 공통된 점이 많아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영리보험 규정을 준용2
- 국내에서 상호보험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호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자본금(기금)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실 보전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3

○ 세계적으로 상호보험의 비중은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중국의 경우 상호보험의 비
중이 극히 낮음


프랑스·일본·독일·미국·네덜란드 등 선진화된 보험 시장은 상호보험이 활성화



반면 현재까지 국내 보험업계는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보험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4
[그림 1] 국가별 상호보험사의 점유율

자료: 소미신금웅연구센터, SwissRe, ICMIF, 니세이기초연구소 자료 재인용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5.2월 「상호보험조직 감독 잠정 방법」을 발표하여 상호보
험회사의 활성화를 도모


상호회사의 최저운영기금(전국 1억 위안, 특정지역·전문보험은 1,000만 위안)을 주식회
사의 최저자본금(2억 위안)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

2

상법 제664조

3

보험업법 제20조

4

한국 내 상호보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1999년에 “한국선주상호보험”이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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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호회사는 1개의 생명보험사와 3개의 손해보험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
[표 1] 중국 상호보험회사 현황(2017.8)
회사명

설립시기

(종류)

자본금

Trust Mutual Life
(생명)

2016.6
10억위안

주요주주(지분비율)

판매상품
보통 생명보험

Ant Financial (35%)

건강보험, 상해보험

Hero Mutual

2017.6

Changan

(손보)

6억 위안

(100%)

Public Mutual

2017.2

Wintime Energy (23%),

농업보험, 건강보험,

10억 위안

Comic & Animation Culture (20%)

상해보험

2005.1

Beiadjuang

1억 위안

Group (100%)

(손보)
Sunlight
Agricultural Mutual
(손보)

Property

Land

&

Liability

Reclamation

보증보험, 신용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연구원 재인용

 알리바바그룹 「상호보」의 구조와 특징
○ 2018.10.16일 ‘신미상호생명보험(信美相互, Trust Mutual Life)’는 ‘알리바바(阿里巴巴,
ALIBABA)’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보(相互保, Xiang Hu Bao)’라는 상호보험을 출시


‘신미상호생명보험’은 ‘알리바바그룹’의 ‘마이금융서비스(蚂蚁金服, Ant Financial)’가 최대
주주(34.5%)로 있는 중국 최초의 생명 상호보험회사



‘알리페이(支付宝, Alipay)’ 앱에 ‘상호보’를 탑재하여 가입자를 모으고 있으며, 출시 2주만
에 가입자가 1,300만명,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2천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면서 흥행

○ ‘상호보’는 ① 알리 회원 ② 지마신용점수5 650점 이상 ③ 나이 생후30일~59세 ④ 현재 건
강상태 기준 충족이라는 4가지 조건이 만족 시 가입 가능


알리 회원은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금액이 아닌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이용 빈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자신이 몇 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경쟁심을 자극



지마신용점수는 알리바바 경제 플랫폼 등에서 △신용 기록 △계약이행 능력 △개인적 특
성 △온라인 활동 △온라인 대인관계(SNS)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50점~950점 사이

5

알리바바그룹의 신용평가기관 ‘지마신용(芝麻信用, Zhima Credit)’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점수. 지마는 참깨를 의미
하며, 중국발음으로 ‘즈마, 쯔마’로 발음
3

의 신용점수를 제공
[그림 2] ‘알리페이’ APP 기반 판매 중인 ‘상호보’

자료: Google Image

[그림 3] 지마신용점수 조회 화면

자료: Google Image

○ ‘상호보’는 암을 비롯한 100가지 중대한 질병·상해 6 를 보장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
에 따라 후불제로 정산하는 것이 특징


[역선택 방지] ‘상호보’에 가입하기 위해서 2년 내 입원, 의사의 재검사 권고, 주요질병 경
험 등에 대한 고지를 받으며, 가입 후 최초 90일은 질병 면책기간(상해는 면책기간 없음)



[보험금 지급 심사]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100가지 질병 중 하나에 걸려 진단이
확정 된 후 지급 심사를 하며, 심사를 통과한 사안은 매월 7일, 21일에 가입자에게 공개



공개된 사안에 이의가 없을 시, 보험금액 합과 관리비(전체 보험금의 10%)를 합한 금액
을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 가입자 전원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가입자 나이가 39세 이하 일 경우 30만 위안 (≒4,870만원)7 을
지급하며, 40세에서 59세일 경우 10만 위안(≒1,6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분담금 정산] 개인별 분담금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4일, 28일에 ‘알리페이’를 통해 공제



‘신미상호생명보험’은 개인별 부담비용이 최대 월 10위안(≒1,620원) 이하로 추산하고 있
으며, 사안 건당 0.1위안을 초과할 경우 ‘신미상호생명보험’이 초과분을 부담하기로 명시



[정보보호] 가입자의 건강정보, 심의 프로세스, 분담금 공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블록
체인기술을 적용

6

질병 및 상해, 그리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 등을 포함

7

1위안≒162.4원(2018.12.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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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호보의 운영 프로세스

자료: 마이금융서비스

○ ‘신미상호생명보험’의 ‘상호보’가 인기를 끈 요인으로 △ 중대질병에 대한 보험가입 니즈가
높음 △ 유사 보장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 △ 상호보험 운영의 투명성이 꼽힘8


중국보험협회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82.1%로 조사되었다고 발표



중국에서 일반적인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200~2,000위안 수준인
데 반해, ‘상호보’는 연간 보험료가 100~200위안(≒16,250~32,500원)으로 예상되어 가
격 경쟁력을 확보9



또한 ‘신미상호생명보험’이 ‘상호보’를 운영하면서 얻게 될 관리비(수익)를 10%로 명
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투명성이 높은 보험제도라는 신뢰 획득

 후속 상호보험의 판매중단과 「상호보」의 개정
○ ‘상호보’가 단기간 인기를 끌자, 2018.11.14일 ‘징동금융(京东金融, JD Finance)’10이 상호
보험 ‘징동호보(京东互保)’를 출시

8

加入者が１日100万人？－アリババ会員向け重大疾病保障とは？ NLI Research Institute (2018.11)

9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30만 위안을 받은 것을 가정했으며, 연령이나 보장 내용에 따라 다름

10

2017.4Q 기준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 점유율 25.6%를 차지하는 2위 인터넷 쇼핑몰 업체 중국 징동닷컴 (京东
商城, JD.com)의 자회사 (1위 Tmall,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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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로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장범위 확대 △가입연령 확대 △연령별
보장금액 세분화 △연령별 보험료 부담금 상한제 도입 △ 가입자격 완화를 실시
- 보장범위는 100대 중대질병에 30가지 경증 질병을 추가
- 가입연령을 70세까지 확대 했으며, 보장금액은 △40세 미만 30만 위안 △41~50세
미만 20만 위안 △51~60세 10만 위안 △61~70세 5만 위안 등 4단계로 세분화
- 연간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 생후 30일부터 70세까지 13단계로 세분화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
- 또한 ‘상호보’는 가입조건으로 지마신용점수(650점)에 대한 제한을 뒀지만, ‘징동호
보’는 이러한 가입제한 조건이 없음
[표 2] ‘징동호보’의 보장금액

구분

100대중대질병

[표 3] ‘징동호보’ 출시 당시 앱 화면

30대경증질병

30일~40세

30만 위안

3만 위안

41세~50세

20만 위안

2만 위안

51세~60세

10만 위안

1만 위안

61세~70세

5만 위안

0.5만 위안

자료: 징동금융

자료: 징동금융

○ 그러나 ‘징동금융’은 ‘징동호보’의 출시 하루 만에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개선
한 후 가입자를 재모집 하겠다고 밝힘


가입자 모집 중단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 보험사의 이익침해와 이
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
- 이에 대해 ‘징동금융’ 측은 서비스 테스트였다고 밝히고, 가입자 모집을 재개하겠다
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기한은 밝히지 않음

○ 인터넷 상호보험은 △보장금액의 한계 △가입제한 나이에 도달 시 회원자격 자동박탈 △
개인 분담금 부담 시 탈퇴회원의 증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중국은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암 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치료에 대
해 개인부담금이 50~60만 위안이 필요해 최대 보험금인 30만 위안은 부족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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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는 60세, ‘징동호보’는 70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되어, 보험
보장이 가장 필요할 때 상호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함



발병률이 높아져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 시, 회원의 탈퇴가 일어나고 남은 회원의 부담
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중국 보험전문가들은 중대질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존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삼고, 상호보
험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알리바바’의 상호보험에 대한 개선 명령 내렸으며, 이에 11.27일
기존 ‘상호보(相互保: 보전할 보)’를 ‘상호보(相互宝: 보배 보)’로 개정


개정을 하면서 관리주체가 ‘신미상호생명보험’에서 ‘마이금융서비스’로 변경되어 운영
되며, ‘보험상품’에서 ‘온라인상호부조계획’으로 그 성격이 변경



기존에는 개인별 분담금 상한선이 없었지만, 최대 188위안으로 상한선이 생겼으며,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마이금융서비스’가 부담(2019년에 한정, 추후 변경 가능)



또한 기존 운영비 10%를 받던 것을 8%로 인하하여 운영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
[그림 5] ‘상호보’의 업그레이드 안내 발표 배너

자료: 마이금융서비스

○ ‘마이금융서비스’는 ‘상호보’의 변경에 대해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명칭과
성격의 변경에 따른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은 없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 이라 밝힘


기존 보험사와의 이해관계와 규제이슈로 인해 비즈니스에 일부 변화가 생겼지만, 상호
보의 큰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이 전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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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그룹 「상호보」 사례의 의미
○ 알리바바그룹의 ‘상호보’의 출시와 흥행은 중국의 기존 보험산업에 ‘충격’을 안겨줬으며,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보험산업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티몰·타오바오’(온라인쇼핑몰), ‘알리페이’(지급결제), ‘지마신용’(신용평가), ‘마이금융서
비스’(금융·보험)이라는 고유한 사업영역을 결합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성



‘상호보’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의 최신기술이 활용된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장 전
통적인 방식의 보험형태인 상호보험을 접목해 놀라운 성과를 거둠



고객확보·상품개발·심사·보상·(분담금)결제의 프로세스를 △속도 △편의성 △명료성
△신뢰성 관점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단기간 2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원동력
[그림 5] 알리바바 그룹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자료: Google Image

○ 기존 보험사의 경쟁자는 금융·보험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과 플랫폼을 가진 다양한 산업
에서 나타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적이고 탐험적인 고민이 필요


‘KB금융그룹’의 계열사 고유한 역량을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와, 이를 기반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고민이 필요



또한 보험사는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슈어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고 협업
하여, 잠재적인 경쟁자를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전환 도모

○ 또한 일반보험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국의 상호보
험·온라인전문보험 등이 등장하는 모습은 주요한 참고 사례로 인식 필요
<연구원 정영권( jung09@kbfg.com) ☎02)2073-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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