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1.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현황

가. 생명보험 

1)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40)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생명보험협회는 상장회사가 보험가입자에

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20년간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

로 하면서 설립되었다. 2007년 11월 체결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

한 협약｣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각 생명보험회사별

로 소득금액의 0.2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

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며, 생명보험회사들의 출

연금 또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로 인정하여 각 법인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41)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운영기관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기

관별 사회공헌출연금 집행 현황은 <표 Ⅴ-1>과 같다. 2007년 12월 설립된 생명

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자

40)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http://www.liscc.or.kr/html/main.asp).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 6. 2), ｢생명보험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지출 비용을 세법
상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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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예방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사회적 의인 지원 등의 5대 목적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2011년 동안에는 약 7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약 65억 원을 위의 사업에 집행하였다(예산 집행률: 92.7%). 생명보험사회

공헌기금은 2008년 3월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되었으며, 금융보험교육 및 학

술연구활동 지원, 사회공익 및 복지활동,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약 72억 원의 예산으로 약 61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다

(예산 집행률: 84.3%). 이 밖에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특정 사회복

지법인, 공인법인 등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소외계

층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복지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돕고 있다. 

2011년에는 36개의 지정법인을 통하여 약 132억 원을 지원금으로 집행하였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 보험금융교육 홈페이지42)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해 초에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시작

하였다. 

구분 총출연금 총집행액 FY2011집행액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606 169 65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529 199 61

사회공헌위원지정법인 375 375 132

합계 1,510 742 258

<표 Ⅴ-1> 운영기관별 사회공헌출연금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

주: FY2007∼FY2011 기준.
자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http://www.liscc.or.kr).

42)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http://www.lifeins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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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부금액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봉사활동 
참여임직원

(A)

전체 
임직원당 

비율

봉사활동 
총시간(B)

(B)/(A)

한화  5,419  1.33  6,475  144.76  31,951  4,473 

알리안츠  383  1.91  644  38.61  4,148  1,668 

삼성  33,068  5.42  12,788  192.30  39,196  6,650 

흥국  456 - 1.23  211  38.36  1,216  550 

교보  3,780  0.86  5,061  108.72  19,207  4,655 

신한  2,855  1.98  1,794  126.34  5,897  1,420 

현대라이프  35  0.15  141  26.81  714  526 

KB  511  7.55  547  173.10  2,593  316 

우리아비바  94  2.41  708  198.88  985  356 

KDB  72  0.17  80  9.27  598  863 

미래에셋  210  0.39  2,548  179.18  9,548  1,422 

IBK연금  12  0.18  99  90.83  418  109 

농협 -  - -  - - -

라이나  533  0.60  266  54.29  1,737  490 

<표 Ⅴ-2> 회사별 사회공헌활동 현황: 생명보험
(단위: 백만 원, 명, %)

2) 생명보험회사별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

금융감독원은 FY2012 3/4분기부터 경영공시에 사회공헌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각 보험회사는 사회공헌 실적을 개별공시하고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

는 각 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교·공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각 회사의 경영공시 내용

에 사회공헌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 생명보험사회공헌활

동공시 부문에서 회사별 사회공헌활동을 공시하고 있다. 공시하고 있는 통계는 

사회공헌 관련 기부액(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대비),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

(임직원당 비율), 봉사활동 총시간 등이다. 전체 임직원 당 봉사활동 참여 임직

원 비율은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를 경영공시 작성지침 상 임직원 수로 나눈 

비율인데, 여기서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는 누적 인원으로, 예를 들어 한 직원

이 해당 기간 동안 두 건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두 명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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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147  0.35  75  11.19  375  670 

푸르덴셜  1,565  0.88  763  156.35  3,320  488 

ING  199  0.13  157  14.85  498  1,057 

하나HSBC  38  0.20  41  18.72  169  219 

동부  149  0.25  152  28.25  618  538 

메트라이프  30  0.05  162  25.63  786  632 

동양  508  0.47 -  - -  855 

PCA  42  0.19  57  15.12  364  377 

ACE  45 - 0.18  154  59.69  736  258 

BNP파리바
카디프

 83  3.40  21  14.19  164  148 

주: 1) FY2012 3/4분기 기준.
     2) 전체 임직원당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비율 =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 / 경영공시 작성지침

상 임직원 수.
     3)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는 누적인원.

자료: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consumer/consumer_0702.do).

한편 생명보험회사들 전체 사회공헌의 부문별 지출을 보면 전체 사회공헌액

의 32.3%는 서민금융부문에, 27%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지출된 금액이

며, 24.1%는 지역사회, 공익 부문에, 11.1%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부문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 부문별 지출규모

지지지지,공공(24.1%)
생생생생지지공생생생지(27%)

서서서서(32.3%)

문문,예예, 스스스(11.1%)

                              자료: 2011 생명보험 사회공헌 연차보고서(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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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 

1) 손해보험사회공헌위원회43)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산업의 사회책임 경영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월 9월에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로 구성되었다.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위해서 200억 규모의 사회공헌기부금을 마련하였으며, 소

방공무원 유자녀 지원, 사고예방활동, 소비자 금융 및 안전교육,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가입자 부담 경감 등을 주요 사회공헌 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MOU를 체결하여 소방공무원 유자녀를 위한 ‘소방천사기금’ 30

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험소비자교육, 보호관찰소 제소자 안전운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손해보험회사별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

손해보험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부문에서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각 회사의 경영공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회공헌 부문에서 사회공헌활동 통합조회를 통해 각 회사들의 사회

공헌활동 관련 주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44) 

43) 손해보험협회(https://www.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401.aspx).

44)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40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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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부금액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봉사활동 
참여임직원

(A)

전체 
임직원당 

비율

봉사활동 
총시간(B)

(B)/(A)

메리츠  1,743  1.67  2,054  81  17,697  8.62 

한화  786  2.44  3,064  108  15,411  5.03 

롯데  101 -　  27  1  31  1.15 

그린  - -　 -　 -　 -　 -　
흥국  222  0.39  191  15  1,056  5.53 

삼성  24,263  4.36  10,125  180  40,758  4.03 

현대  2,415  0.85  2,251  74  13,564  6.03 

LIG  1,525  0.85  3,463  116  15,833  4.57 

동부  473  0.14  3,422  68  10,948  3.20 

AXA다이렉트  1.80  0.41  1,337  86  3,957  2.96 

차티스  125  1.68  106  29  824  7.77 

더케이  163  2.10  143  19  215  1.50 

에르고다음
다이렉트

 31 -　  71  13  -  -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1.60  0.02  80  53  320  4.00 

<표 Ⅴ-3> 회사별 사회공헌활동 현황: 손해보험
(단위: 백만 원, 명, %)

주: 1) FY2012 3/4분기 기준.
     2) 전체 임직원당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비율 =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 / 경영공시 작성지침

상 임직원 수.
     3)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는 누적인원.

자료: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402.aspx

3) CSR 관련 손해보험 상품 

대표적인 CSR 관련 손해보험상품은 작년 10월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중고자

동차를 1대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보험료를 17%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초기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

급자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저소득계층 중 10년 이상 경과한 1,600cc 이하의 

일반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동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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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 홍보부족과 가입절차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

어 1.5톤 이하 화물차,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가입조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증명서 제출 없이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개정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12 동안 62,325건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 판매되

었는데, 이는 FY2011 가입건수인 3,424건과 비교할 때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70% 후반으로 알려져 수

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현상

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에르고다음

다이렉트와 차티스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마일리

지보험)은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는 상품으로 2011년 12월부터 판매되었다. 

동 상품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

며, 할인율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16

일~2012년 12월 31일 동안 총가입건수는 1,644,309건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중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률은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5) 

다. 소액보험46)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2008년부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사업을 제공하

고 있다.47)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혜대상을 추천하고, 미소

금융재단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수혜대상자가 동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4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2. 35),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46) 보험연구원(2008),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소액보험사업 발전방안｣.

47) 미소금융중앙재단(http://www.smilemicroba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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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익자가 된다.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

동,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미소금융 지역지점 및 창업지원 복지사업

자의 대출자 등이 수혜대상이다. 

2011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시설도 확

대하였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아동 대상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보

장특약을 추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외에 저소득층 아동이 사용하는 지

역아동센터 시설도 소액보험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저소득층 아동 
및 부양자

3,279명
(28.8억 원)

6,829명
(33.3억 원)

8,348명
(41.3억 원)

11,034명
(42.7억 원)

29,490명
(146.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
595개소, 
5,183명

(3.1억 원)

1,012개소
(8억 원)

860개소
(5억 원)

2,467개소,
5,183명

(16.1억 원)

지역아동센터 - - -
858개소

(1.9억 원)
858개소

(1.9억 원)

소액대출자 - -
910명

(0.1억 원)
2,193명

(0.2억 원)
3,103명

(0.3억 원)

계
3,279명

(28.8억 원)

12,012명,
595개소

(36.4억 원)

9,258명,
1,012개소
(49.4억 원)

13,227명,
1,718개소
(49.8억 원)

37,776명,
3,325개소

(164.4억 원)

<표 Ⅴ-4> 소액보험가입 지원 실적

자료: 금융위원회·미소금융재단(2012. 1. 9), ｢2011년도 소액보험 사업실적: 보장내용 강화 및 지
원대상 확대｣.

2011년 기준으로 5개 생명보험회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

생명, 신한생명)와 7개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소액보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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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공헌활동 담당 인력 현황 

국내 41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윤리경영 운영실

태를 조사한 오영수·김경환(2010)은 각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담당 인력에 대

한 현황을 보여주었다. 경영기획부서가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

한 회사 24.4%로 가장 많았으며, 홍보부서, 인사부서, 사회공헌활동전담부서 순

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경영기획부서

에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19개사 중 6개사), 생명보험회사

의 경우 홍보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22개사 중 6개사)으로 조

사되었다.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는 평균 2.4명으로, 회사그룹별

로는 대형사가 3명, 외국사가 2.5명, 중소형사가 2.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 임직원 대비 담당 직원 수를 살펴보면, 외국사가 0.4%, 중소형사가 0.2%, 

대형사가 0.1%로 나타났다. 

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국내 상장회사의 ESG를 평가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와 다른 산업의 기

업 간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ESG

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회사

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등급을 공개하는데, 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만을 공개하고 있다. 등급별 의미는 <표 Ⅴ-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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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의미

A+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우수한 
기업으로 지배구조, 사회, 환경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A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양호하나 
지배구조, 사회, 환경의 일부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함

B+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보통인 
기업으로 지배구조, 사회, 환경의 일부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B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취약하며 
지배구조, 사회, 환경 각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C+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매우 
취약하며 지배구조, 사회, 환경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임

<표 Ⅴ-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 등급의 의미
(단위: %, 점)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에 따르면 2012년도에 종합평가에서 보험회사는 

2개사48)가 A등급을, 4개사49)가 B+등급를 부여받았다. 세부 부문의 등급을 살

펴보면, 먼저 사회부문에서는 5개사가 A등급으로, 1개사가 B+등급으로 평가되

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5개사가 A등급으로, 6개사가 B+등급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 부문에서는 3개사만이 B+등급

으로 평가되어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환경부문에서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로 볼 때, 총 11개의 상장보험회사(손보 8개사, 생

보 3개사) 중 절반 가량인 5개사가 종합평가에서 B등급 이하를 획득하여 보험산

업은 전반적으로 ESG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

의 상장 생명보험회사는 종합평가에서 모두 B등급 이하를 부여받아서 생명보험

회사들의 ESG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세부 부문으로는 환경과 사회 분야의 등급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의 개선이 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8) LIG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49) 메리츠화재,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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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의 특징 

국내 보험회사의 CSR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내 보험회사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주로 사회공헌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며, 사회공헌지출 수준도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회공헌위

원회를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도 기부금이나 임직원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각 회사별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금액 비율

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0.05%∼7.55% 수준이었고, 손해

보험회사들의 경우 0.02%∼4.36% 수준이었다(중위값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0.47%,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0.85%). 

전국경제인연합회(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산업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은 3.03%, 미국의 경우 0.91%, 일본의 경우 2.08%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

편 생명보험 산업 전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은 약 2.07%(2012년 3/4

분기 기준)로 사회공헌지출이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나, 손해보험 산업 전

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은 약 0.07%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물론 국가

별로 사회공헌지출로 포함한 항목에 차이가 있고, 국내 보험산업 통계의 경우 

FY2012 3/4분기만을 포함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겠다. 

둘째,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에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곰두리보험, 보험

금을 수익자로 지정된 비영리단체 및 공익 법인에 기부하는 기부보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CSR과 관련된 상품이 존재하나 가입 수준은 미미한 수준

이다. 단,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조건을 개정 후 가입건수가 비약적으

로 성장하였으며, 상품 출시 초기에 우려했던 손해율보다 낮게 나타나 사회가치 

제고와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CSR 이행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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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사회공헌금액 규모

▒ 국가별로 사회공헌지출액을 계산하는 방식(포함 항목 및 제외 항목)이 달

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나, 사회공헌 수준을 참고하기 위해 주요 

보험회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Allianz의 경우(2012년 기준)50) 

－지역사회공헌 2천 40만 유로(20.4 million euro)

－세전이익은 86억 유로(8.6 billion euro)

－세후 순이익(net income)은 55억 유로(5.5 billion euro)

－지역사회공헌/세전 이익 = 0.24%

－지역사회공헌/세후 순이익 = 0.37%

○ RSA의 경우(2012년 기준)51)

－지역사회공헌(community corporate donations)금액은 160만 파운

드(1.6 million pounds)

－세전 이익(profit before tax)은 4억 7천 9백만 파운드(479 million 

pounds)

－세후 순이익은 3억 5천 1백만 파운드

－지역사회공헌/세전 이익 = 0.33 %

－지역사회공헌/세후 순이익 = 0.46%

50) Allianz Group(2012), Allianz Group(2013)과 Annual Report를 참조하시오.

51) RSA(2012)과 Annual Report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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