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해외 보험회사의 CSR 이행

해외에서는 시기에 따라 부각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변화가 있었

는데, 식품 및 농산 부분의 지속가능성 관련 계획들에 대해 논의한 Selvanathan 

(2012)은 <표 Ⅳ-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환경보호, 인권 보호 

관련 노동 이슈, 반부패 노력, 반차별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었다면, 2003년

에는 투명성, 공시, 이해관계자 관련 준수 등의 이슈가, 2008년에는 윤리 기준과 

관련된 이슈, 2009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2010년 이

후에는 영업활동의 분배측면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증대하는 공유가치(shared 

value) 창출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구분 주요 이슈

2000
환경보호, 활동의 지속가능성 유지, 노동 관련 이슈, 인권, 반부패 노력, 
반차별 등 

2003 투명성, 공시, 준법, 이해관계자 참여, 회계감사, 공시 등 

2005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및 대처, 취약계층 관련 이슈, 식량안전보장 등 

2008 윤리기준, 규범 및 원칙, 교정 등 

2009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자원에 대한 접근, 토착화 관련 이슈

2010
공유가치(share value) 창출, 경영활동의 분배 측면 개선, 경제성장 개선, 
빈곤 완화, 국민참여 개선

2011 교육, 과학 및 기술, 식량주권 보장 

<표 Ⅳ-1>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변화

자료: Selvanathan(2012).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은 Porter and Kramer(2006)가 소개한 

개념으로 사회와 기업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경영 의사결정과 사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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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전의 

CSR 관련 논의들이 기업과 사회 간의 긴장 또는 이익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었

으나, 성공적 기업은 건강한 사회를 필요로 하고 건전한 사회는 성공적 기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과거에는 CSR이 자선활동 중심이었다

면, 공유가치 경영 사례, 사회적 규제, 정부 규제 등으로 이동하고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CSR이 사업모형으로 융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 분석이다(Moon 2012). 

본 장에서는 해외 보험회사들의 CSR 이행 사례를 크게 보험상품 개발 및 제공

을 통한 CSR 이행 사례, 기관투자자로서의 CSR 이행 사례, 재해, 환경 및 금융 

분야 관련 사회공헌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사업 분야와 CSR의 결합: 상품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이 소비자 또는 기업 등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위

험을 보장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보장혜택을 받지 못했거

나 보장기능이 약했던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보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

여 제공한 예로 RSA의 공공주택 관련 상품이나 노령층 대상 보험상품의 사례와 

해외 보험회사들의 소액보험사업 사례, 그리고 환경 관련 상품 제공 사례를 살

펴보도록 한다. 

가. RSA 사례: 공공지원주택 보험, 노령인구를 위한 보험 

RSA는 영국, 스칸디나비아, 캐나다, 아일랜드, 아시아, 중동부 유럽, 중동, 남

미 등지에 사업체를 가진 다국적 보험회사로서 140여개의 국가에서 영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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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손해보험회사 그룹이다.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가계보험, 해상보험, 재

생에너지, 건축, 건설 분야 관련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22) 

RSA(2011)는 CSR 보고에서 CSR 중 소비자에 대한 주된 책임을 소비자의 니즈

를 경쟁적 가격으로 충족시키고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적 

사회 및 환경적 혜택을 가져오는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RSA는 CSR 관련 상품으로 크게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보험 제공, 소

액보험 제공, 노령인구를 위한 보험(50+ insurance) 제공 등을 소개하고 있다. 

RSA는 영국 공공주택 관련 보험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25만 명의 

세입자들을 포함하는 170개의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에게 보험을 제공

하고 있다(2010년 기준). 지불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주당 1.50파운드의 

최저보험료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With-rent 보험은 보험료를 세입자의 

임대료에 포함하였으며, 단체보험은 보험료를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은행계좌가 없더라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으

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50+보험의 경우 노령소비자에게 특화된 보험상품으로 캐나다, 이탈리아, 스

칸디나비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50+보험은 노령층을 겨냥한 지불가능한 보험상

품이다. 캐나다 50+ Assist Plan은 개인간호, 돌봄 서비스, 퇴원 후 가사도움 서

비스, 전문화된 수리서비스 이용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험상품이다. 덴마크 

RSA는 덴마크 고령협회(Danish Age Association)와 협력하여 50대 이상 소비자

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폭행보험(assault insurance)은 그 상품 중에 

하나인데, 폭행 후 내과 및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동 보험의 고객은 

건강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2) 1710년 ‘The Sun Fire Office’가 설립되었으며, 1959년 ‘The Alliance Assurance 

Company’와 합병하면서 ‘Sun Alliance Insurance Limited’가 되었다. 1996년 Sun 

Alliance Group이 Royal Insurance Holdings와 합병하면서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Group plc가 되었고, 2008년부터 명칭으로 RSA로 단순화하여 사용하고 있
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오(www.rsagroup.com/rsagroup/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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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내용

공공주택
(social 

housing) 
관련 보험

영국 내 공공주택 관련 보험 제공
25만 명의 세입자들을 포함하는 170개의 housing association에게 보험 제공
최소 주당 1.50파운드의 보험료
with-rent insurance schemes는 세입자의 임대료에 포함

50+ 보험

캐나다,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지역: 50+ insurance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지불가능한 보험료로 제공 
e.g. 캐나다 50+ Assist Plan 은 personal nursing, companion, 
housekeeping service after a hospital stay, access to specialized home 
repair services 
덴마크: 폭행보험(assault insurance) 폭행 후 내과 및 정신과 치료를 제공 

<표 Ⅳ-2> RSA의 CSR 관련 보험상품

자료: RSA(2011).

나. 경제적 소외계층: 소액보험 

Allianz, Chartis, Zurich 등과 같은 해외 보험회사들은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

으로 소액보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액보험(microinsurance)이란 위험의 발

생가능성과 그와 관련된 비용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받고 특정한 손인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는 상품을 의미한다(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다시 말해서 소액보험이란 저소득시장에 특화하여 설

계된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23) 

국내 소액보험사업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의 정책적 사업이라면, 해외 소액보험사업은 주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24) 

23) 소액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Ingram and McCord(2011)을 참조하시오. 

24) 인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대만, 중국 등에서는 소액보험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나, 

보험회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보험
회사가 의무적으로 농촌과 사회 부문에 정해진 비율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oydon and Molitor(201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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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z는 아프리카 지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스페인의 

Mapfre의 경우 남미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llianz의 경우 소액보험 

부문에서 3,450만 파운드의 수입을 얻었으며, 260만 명의 소액보험가입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2011년 기준). AIG의 경우 2007년 225만 건의 계약으로부터 

4,500만 달러의 보험료를 거수하였다.25) 조인트 벤처 형태로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뉴델리에 있는 Max India Ltd.와 New York Life Insurance

의 조인트 벤처인 Max Vija는 2012년까지 인도의 300만 저소득 가구를 보장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Coydon and Molitor(2011)는 포브스의 세계 2000대 보험회사(the 

Global 2000 insurance) 중 상위 50개 보험회사와 소액보험시장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5개의 지역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이었던 55개 회사(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중에서 적어

도 33개 회사가 소액보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4개

의 회사를 대상으로 소액보험사업 관련 현황을 조사하였다. 

소액보험사업 참여의 동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 경제적 이윤

에 대한 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

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품개발이나 소액보험상품 유통채널과 관련해서 지역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소액보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는 높은 고객 유치 비용, 보험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부족, 유통채널 부족, 데이터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의 대다수가 향후 3년 내로 소액보험사업이 수익성(profitability)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5) Mill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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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장건수
(insured 
lives)

지역 주 보험상품

ACE Seguros S.A. 4,800,000 브라질 재해장애보험 

Allianz SE 6,000,000

인도, 인도네시아, 코트 
디아브르,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카메룬, 이집트, 

콜롬비아 

양로보험, 신용생명보험,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AON Bolivia S.A. 175,000 볼리비아
연금, 사망 및 장애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AXA 20,000 프랑스, 멕시코, 인도 
생명보험, 건강보험, 
재산보험, 신용보험

Chartis 630,000 인도네시아, 인도, 우간다

생명 및 입원보험
(Life & hospital) 

가축보험(livestock) 
신용보험, 재해장애보험 

CNP 1,500 프랑스 상해보험

Fortis 43,573 인도 신용생명보험

Guy Carpenter & 
Company, LLC

- 세계각지, 주로 인도
초과손해재보험, 

비례재보험, 파라메트릭 
소액재보험

IFFCO Tokio 2,956,691 인도
상해보험, 인덱스보험, 

재산보험

Manulife Financial 60,000 베트남
생명보험, 

재해사망·장애보험, 
실손보험 

Mapfre Mexico 2,034,000 멕시코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애보험

MetLife 750,000 인도, 칠레, 브라질, 멕시코
생명보험, 신용보험, 종합 
양로보험, 생명·상해 및 

장애보험

Munich Re - 필리핀
지수연계 거대자연재해 

재보험

Swiss Re - - 생명보험, 신용보험

TATA AIG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81,670 인도 생명보험

Zurich Financial 
Services

2,000,000

중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멕시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남아프리카

장례보험, 상해 및 
질병보장보험, 장애보험, 
실업보험, 신용생명보험, 
정기보험, 법률비용보험

<표 Ⅳ-3> 소액보험 활동 개요

자료: Coydon and Molitor(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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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에는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 장례

보험, 단순사고사 및 장애를 보장하는 상품(simple accidental death and 

disability policies)이 있다. 아울러 재산보험, 지수형 농작물보험(index based 

crop insurance), 화재재원 및 통근자 보험(fire assistance and commuter 

insurance)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 중 특히 단체장례보험과 신용생명보험 시

장은 매우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표 Ⅳ-4>는 소액보험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인구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인도, 중국에서의 소액보험시장이,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남미에서는 브라질 소액보험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의 소액보험 잠재시장 규모는 15억에서 30억 건으로 추정되며, 2007년 기준으

로 잠재시장의 약 5%인 1억 3500만 명이 소액보험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26) 

지역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및 
지수보험

아메리카 7,545,057 445,876 105,000 600

아프리카 2,036,141 3,053,778 1,603,000 1,600,000

아시아 54,158,332 31,697,038 39,180,508 34,557,434

계 63,739,530 35,196,692 40,888,508 36,158,034

<표 Ⅳ-4> 지역 및 소액보험상품별 보장건수(covered lives)

자료: Roth et al.(2007).

다.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상품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 경감을 유도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산업 

및 녹색산업의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도 한다. 

탄소배출을 경감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추가 보험금을 지

급하여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는 상품으로는 주행거리 연동(PAYD: Pay as 

26) Moura and Williams-Bar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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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Drive) 자동차보험, 친환경 건축 관련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주행거리 연

동(PAYD)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억제 관련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Mills(2009)에 따르면 24개 보험회사들이 PAYD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

으며, 평균 운전자보다 덜 운전하는 계약자에게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2008년 기준).27)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여러 형태의 PAYD 자동차보험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행거리 절감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율 및 유지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연료절약형 자동차나 저탄소배출 자동차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판매되고 있는데, Travelers의 경우 하이브리드 전기보트와 요트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친환경 해상보험상품도 제공한 바 있다. 

미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건축 관련 상품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보

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친환경 재물복구비용을 보상해 준

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관련 혜택을 주거나, 친환경건축을 위한 컨설

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Allianz의 Fireman’s Fund

가 판매하는 Green Home보험은 친환경건물을 건축한 계약자, 기존 건물에 친

환경 리노베이션을 한 계약자, 손해 발생 후 환경 친화적인 재개발을 원하는 계

약자를 보장하는 상품이다.28)

보험회사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산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제공

하고 있는데, 크게 재생에너지생산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대출 우대 등

을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담보한다. 

기술개발 관련 리스크 담보 상품은 크게 종합보험과 성과보증보험의 형태를 

띠는데, 성과보증보험의 경우 수익 규모, 산출물, 설비 성능 등이 성과의 기준이 

된다. 성과보증보험은 AXA, Munich Re, Navigators, Sompo Japan, Tokio 

27)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현황을 알아 본 Ceres

의 2008년 조사는 29개국, 244개의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함.

28)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http://www.firemansfund.com/personal-insurance/P

ages/green-home-insur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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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Holdings 등이 판매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탄소상

쇄(carbon-offset)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

행한 후 달성한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달

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인증된 감축실적(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이어야 하며,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의 인

증을 받아야 한다.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의 

배출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해당 국가의 배출권 인도 제한 등으로 

인해 배출권이 인도되지 않을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다. 

회사 상품 비고

Aon
탄소시장 참여와 관련 리스크 

평가
탄소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Swiss Re Kyoto-CDM 관련 리스크 보험 CDM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IAG -
탄소상쇄(carbon offsets)를 구매 

가능하도록 함

Munich Re Kyoto Multi Risk Cover

합의된 탄소크레딧 가치를 

보장하고 손실 발생 시에 CDM과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투자자에게 보상 

Zurich 

탄소인도(carbon-delivery) 

보험

CER/VER Delivery 

Securitization Policy 

탄소크래딧 인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CDM 프로젝트 채권자에 대한 

보장 

<표 Ⅳ-5> 탄소시장 관련 보험상품 

자료: Mill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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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투자자로서의 CSR 이행

가. 사회책임투자(SRI)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투자기업의 재무적 요

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재무적 요

소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에 의해 기업의 변

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써 투자기업의 ESG

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취한다. 반면 후자는 ESG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와 구분하여 책임투자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일컫기도 한다. 

책임투자는 ESG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투자전략이다. 실제로 ESG에 기반한 투자전략들이 유의한 초과수익

을 달성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Gompers et al.(2003)에 

따르면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주주권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고 지배구조

가 나쁜 기업을 매도하는 전략이 상당한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주주권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가치와 수익, 매출성장률이 높은 것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가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SG

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회사와 같이 장기계약

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는 책임투자가 수탁자의 책무에도 적합한 투자원칙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투자성과는 낮은 경우도 다수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29) 주주행동주의는 장기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보험회사 

29) Karpoff(2001)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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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적합한 투자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관주의 의무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경감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해외 보험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SRI가 우수한 기업이나 SRI 펀드에 투자하

는 구체적 규모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일부 보고서에 보험회사의 환경관련 지

분투자 규모가 일부 제시되어 있어 본 절에서는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해외 보험회사들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조성을 주

도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도 한다.30) (<표 Ⅳ-6>참조) Mills(2009)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5개 보험회사가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에 1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였는데, 이는 2007년 투자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었

다. 유럽 보험회사들이 미국이나 아시아 보험회사들에 비해 녹색친화산업 투자

측면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AIG가 동 산업 투자

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Allianz는 201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에 약 13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투자 내용 

Allianz
독일에 3개 풍력발전 시설 소유, 운영, 이탈리아에 네 번째 풍력발전 
시설을 개발 중(이들 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

AIG 스페인에 18메가와트 태양광발전 시설에 투자 

Swiss Re
1996년부터 대체에너지, 수질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에 직접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2006년 기준 3억 2,000만 달러 규모) 

Prudential
2007년 말까지 풍력 생산에 5억 달러를 투자함 
(약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

Allstate
환경 친화적인 투자에 2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계획

<표 Ⅳ-6> 보험회사의 기후경감 관련 투자

자료: Mills(2009). 

30)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별표 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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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 재해, 환경, 금융연구 

CSR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Allianz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Allianz의 경우 70여개의 세계에 있는 조직들의 효과적 CSR 전략 이행을 

위해 2011년 Allianz4GoodNetwork를 설립하였다.31) Allianz4GoodNetwork는 

그룹 차원의 지속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기업 관계(corporate 

engagement), 환경관리, 지속가능 순위 및 보고, 소액보험, 지속가능 전략 등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ESG Offi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측면을 핵심 투자

와 보험 영업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32) 

한편 비영리 조직들과의 장기적 파트너쉽을 활용하여 CSR을 이행하는 경우

도 있는데, Z Zurich Foundation(이전 Jubilee Foundation)은 Practical Action, 

Rainforest Alliance, Microinsurance Innovation Facility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

을 가진 비영리 조직들과 장기 파트너쉽을 통해서 보험 관련 연구 및 교육, 사회 

및 환경 리스크 경감, 빈곤 및 재해피해 완화 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33) 

또한 학술연구기관을 통해 CSR을 이행하기도 하는데, 보험회사들은 주로 재

해 관련 연구나 재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Allianz의 경우 2010년에

Center for Behavioral Finance을 설립하였는데, 본 연구기관은 행동재무학 및 

교육, 투자 및 연구관리, 은퇴 및 은퇴 관련 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34) Zurich Group의 경우 Global Earthquake Model(GEM) 

Foundation35)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 재단은 지진위험 평가를 위한 방법과 자원

을 제공하는데, 정부기관, 영리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재해 관련 연구를 지원

31) Allianz(https://www.allianz.com/en/sustainability/index.html).

32) Allianz(https://www.allianz.com/en/sustainability/approach/management.html).

33) zurich(http://www.zurich.com/aboutus/corporateresponsibility/communitiesandpartnerships/

zzurichfoundation.htm).

34) Allianz Global Investors(http://befi.allianzgi.com/en/about-the-center/Pages/default.aspx).

35) Global Earthquake Model(http://www.globalquakemod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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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의 IBHS나 캐나다의 ICLR이 그 대표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 IBHS(Institute for Business and Home Safety)는 미국 보험회

사 및 재보험회사들이 설립한 연구소로서, 자연재해나 다른 손인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가계나 기업,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산하에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36), 37) 캐나다의 ICLR(Institute for 

Catastrophic Loss Reduction)은 학제 간 재해방지 연구 및 소통을 위해 캐나다 

손해보험산업이 West Ontario대학 소속의 독립 연구소로 설립하였다.38), 39) 

36) DisasterSafety(http://www.disastersafety.org/).

37) DisasterSafety(http://www.disastersafety.org/research-center/).

38) Institute for Catastrophic Loss Reduction(http://www.iclr.org/).

39) Institute for Catastrophic Loss Reduction(http://www.iclr.org/abou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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