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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개요
본 보고서는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로써, 별도의 인쇄물 없이 웹을 통해 공개되는 친환경적 보고(Paperless Report)입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누구나 삼성화재

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삼성화재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보고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특징

범위와 기간

-  보고범위  삼성화재 본사 및 사옥 중심이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회사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

- 보고기간  2010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데이터 정보    재무정보의 경우 회계연도(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표기. 정량적 데이터의 경우 3개년 실적을 

함께 공개하였으며, 정성적 데이터의 경우는 과거를 포함한 2012년의 일부 활동 및 성과를 함께 표기함

작성기준

- 보고내용 작성기준    GRI G3.1 가이드라인 및 GRI 금융산업지표(FSSS)

- 보고내용 참고기준   국제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ISO26000)

 국내 보험산업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 이해관계자 참여기준  AA1000SES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내용을 공개

- 보고서 3자 검증    AA1000AS(2008)의 3대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3자 검증 실시

- GRI Application  Level Check    GRI로부터 A+수준의 보고임을 확인하는 Statement 발급

문의

- 주   소  100-78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9 (을지로1가 87번지) 삼성화재빌딩

- 전   화   02) 758-4036      

- 팩   스   0505) 161-3164

- e-mail   csr@samsungfire.com

Smart 인쇄물 없이 온라인상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신개념의 보고

Value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인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위하여 활동과 성과를 각 이해관계자별 기대사항에 따라 균형적으로  

공개하여 소통

Sustainability GRI, ISO26000 등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 및 국내 보험산업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의 이행내용을 포함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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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메시지

존경하는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여러분!

고객에게 安心을 주고, 사회에 사랑을 전달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는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일본대지진, 태국홍수 등 세계각지에서 자연재해

가  빈발한 가운데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가 유로존 전체의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

성이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 시장도 상품과 채널의 

다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형 보험사 중심의 시장점유율 

경쟁심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 힘겹고,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저희 삼성화재는 이해관계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매출 및 손익 등에 있

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과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 평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재보험 시장에 Samsung Re를 설립하

는 등 본격적인 해외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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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옛부터 동양

에서 60년은 한 주기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다져온 튼튼한 반석 위에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더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Global Top10 보험회사로 발돋움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대표이사  사장   김  창  수

향후에도 수익성과 시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마케팅과 상품

전략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국내성장을 지속해 나감은 물론이

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겠

습니다.

최근 고객과 시장은 매우 엄격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위법 사례에도 회사 경영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도경영 및 

고객정보 보호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활동 및 금융소외계층 배려를 위해서도 노력하여 

주주,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활동 내용

과 성과를 공유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를 더욱 

견고히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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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기업현황

삼성화재는 1952년 1월 26일 한국안보화재해상재보험(주)로 설립되어 1993년 12월 삼성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수한 채널과 보상망, 차별화

된 리스크관리 및 재무건전성 등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사로 손꼽히는 삼성화재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글로벌시장에서도 의욕적인 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종합 금융서비스사를 향해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진

금융기법 도입, 상품개발 강화, 보험 마케팅 혁신 및 언더라이팅 선진화, 전 임직원의 프로화, 

효율적인 보상서비스 체계 구축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

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개요] (2012년 3월 31일 기준)

기업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본사소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 1가)

대표이사 김창수

업종 손해보험업

설립일 1952년 1월 26일

임직원수 5,341명

총자산 38조 6,212억 원

자본금 265억 원

매출액 원수보험료: 14조 5,846억 원

당기순이익:         7,845억 원(개별기준)

신용등급 A.M. Best: 최고등급 A++로 상향(2011년 11월)

S&P         : 9년 연속 A+             (2011년 12월)

대표전화 1588–5114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

※ 2012년 2월 7일 김창수 CEO 선임

※ 재무지표: FY’11 / K-IFRS 기준

 (2012년 3월 31일 기준)

자회사명 소재지 설립일 자본금 지분율 

해외 삼성화재 인도네시아 법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6.11 19.1억 원    

(Rp 150억)

70%

삼성화재 베트남법인 베트남 

호치민

2002.11 217.5억 원  

($17,598,000)

50%

삼성화재 중국 법인

(삼성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중국 

상하이

2005.04 461.5억 원 

($40,653,000)

100%

삼성화재 브라질 법인 브라질 

상파울로

2009.09 5억 원

($400,000)

100%

삼성화재 유럽 법인 영국

런던

2011.03 189.8억 원

($17,053,000)

100%

삼성화재 미국 관리법인 미국

뉴저지

2011.06 44억 원

($4,000,000)

100%

삼성화재 싱가포르 법인 싱가포르 2011.12 604.8억 원

($52,312,000)

100%

국내 애니카자동차 

손해사정 서비스

한국

서울

1996.01       5억 원 100%

삼성화재 

손해사정 서비스

한국

서울

1998.10        11억 원 99.86%

※ 납입자본금 기준, 지분법 미적용

자회사 현황 

 

부속기관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방재연구소, 보험금융연구소,

정비기술지원센터, 교통박물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등

부속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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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칙

삼성화재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

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5가지 경영원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행

동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영원칙]

주주현황

삼성화재의 주주현황은 외국인 56.6%, 국내기관 18.8%, 특수관계인 14.4%, 자사주 

7.7%,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이상 주주는 삼성생명(10.4%), First State 

Management(UK) Ltd.(8.5%) 입니다.

[삼성화재 주주구성]

조직도

삼성화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권한위임이 용이한 유연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6총괄, 

6실, 20사업부, 8담당,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 1 원칙 2 원칙 3 원칙 4 원칙 5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한다.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    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적 책무 수행

-    현지의 사회, 문

화적 특성을 존

중, 상생 실천

-    사업 파트너와  

공존공영의 관계

를 구축

-    환경친화적 경영

을 추구

-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

-    고객만족을 경영

활동을 우선적 

가치화

-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

-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    모든 업무활동에

서 공과 사를 엄

격히 구분

-      회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을 보

호하고 존중

-    건전한 조직 분

위기를 조성

-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

-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

-    정확한 회계기록

을 통한 투명성 

유지

-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

56.6%

18.8%

14.4%

7.7%
2.5%

■외국인 지분율

■국내기관

■특수관계인

■자사주

■개인주주

(2012년 3월 31일 기준)

(2012년 3월 기준)

대표이사 

감사위원

보상서비스

총괄

수도권

영업총괄

지방

영업총괄

기업

영업총괄

해외

사업총괄

전략

영업총괄

기획실 인사팀
준법

지원실

경영

지원실

자산

운용실

상품 

마케팅실

고객

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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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삼성화재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삼성화재는 ‘2020년 보험매출 34조 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초일류 손해보험사’라는 글로벌 Top 10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성

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고객의 입장에서 업의 개념을 ‘고객에게 안심을 주는 Risk Solution사업’으로 재해석하였고, 성숙기에 접어든 국

내 보험시장에서 한 발 나아가 해외사업의 확대를 통해 견실한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목표]

-  매출 15조 원

-  국내영업력 제고

-  해외사업 비중 4%

-  해외이식가능 역량 확보

-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

-  해외사업 전문인력 확보

-  국내사업 혁신(채널, 상품, 서비스)

-  해외시장 성공경험 창출

-  매출 22조 원

-  금융서비스 신사업 적극확대

-  해외사업 비중 5%

-  로컬 보험사업 역량 확보(현지화)

-  글로벌 경영인프라 로컬 적용

-  헬스, 방재, 자동차 서비스 역량  차별화

-  신흥국 중심 해외시장 M&A

- 매출 34조 원

- 보험서비스 회사로 전환

- 해외사업 비중 18%

-    글로벌 초일류 사업 역량  및                   

경영인프라 완성

- 서비스 중심의 상품 제공

- 선진국 틈새시장 진출

- 신흥국 시장 지위 강화

Target

고객・시장

핵심역량

Stage1(-2012년)

성장기반 확충

Stage2(-2015년)

적극적 성장 추진

Stage3(-2020년)

Global 수준 달성

2020 global Top 10
(ToTal risk soluTion parTner)

보험매출 34조 원, 자산 100조 원

(2020년 글로벌 초일류 손해보험사)

국내

- 2020년 매출 28조 원(82%)

- 신시장 진출

- 상품·서비스 융합 / 복합화

해외

- 2020년 매출 6조 원(18%)

-    국내 보험사업 핵심역량의 글로벌화로                            

적극적 해외사업 전개

글로벌 초일류 수준의 사업역량 및 경영인프라

2010년 - 국내 손해보험 1위

- 국내 보험업계 3위

- 아시아 손해보험   5위

- Global 손해보험 26위

2020년 - 국내 손해보험 1위

- 국내 보험업계 2위

- 아시아 손해보험   3위

- Global 손해보험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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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삼성화재 주요 상품・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대표상품 주요내용

일반손해보험 화재 주택,일반, 공장화재보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손해 보상

해상, 항공 선박, 항공, 적하보험 해상 및 항공 / 우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보상

특종 기술, 상해, 배상책임보험 등 건설, 유통, 생산물 제조 등 산업의 각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 보상

장기손해보험 상해 / 질병 건강보험 S케어, 새희망 보장 보험 상해 / 질병 의료비, 일상생활 배상책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암 진단 등 100세까지 보장

운전자  나만의 파트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비용손해 지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상해의료비 등 보장

통합 통합보험 슈퍼VI 인생의 단계 변화에 따라 보장의 추가가 자유롭고 하나의 보험으로 전 가족구성원의 상해, 암, 질병, 배상책임 등 종합보장이 가능

재물 탄탄대로 주택화재, 도난손해, 가족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 보장

저축 수퍼세이브 목돈마련, 생활연금 플랜 등으로 구성되어 수령방식 및 보험기간, 납입기간 선택 가능

상해의료비, 입원일당, 배상책임 등 보장가능, 10년 이상 납입 후 만기 시 비과세

개인연금 아름다운 생활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상해 / 질병 사망, 최저보증이율 등 보장하는 세제적격연금

자동차 보험 애니카, 애니카레이디, 마이애니카 대인, 대물, 자차,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보장 간병비, 자녀 교육비, 성형 및 치아보철 등

신체손해 특약과 렌트비용지원, 신가보장, 차량신규등록비용 등 차량손해 특약 추가 가능

대출 / 금융 대출상품 보험계약 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펀드상품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그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외 105종

서비스 상품 / 제휴서비스 장례용품 지원, 스케일링, 의료복지, 주차안심, 건강검진 예약대행, 골프 예약대행, VIP차량관리,

SERI CEO, 홈크린, 카크린, 카닥터, 크린홈, 해충방제할인, 어학캠프할인, 여행지원

애니카서비스 긴급출동, 차량진단, 검사대행, 폐차대행, 카크린 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대물 손해사정, 일반 / 장기보험 손해사정

회원부가서비스 허니빈포인트, 바이러스백신, 도서요약서비스, 재테크 / 세무정보

상품・서비스 소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신체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각종 산업 및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판

매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언제나 고객이 옳다’는 모토 아래 고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최적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전문화된 컨설팅 조직인 RC(Risk Consultant)를 통해 고객만족판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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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속가능경영 체계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존경 받는 초일류 보험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연달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혼란에 빠진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장성, 위험

관리, 해외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권위 있는 보험사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평

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삼성화재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도경영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전 영역에서 기업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

뢰받는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좋은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전략 로드맵

삼성화재는 재무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 등 비재무 분야에서도 진정성을 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에너지경영방침 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을 조직의 문화로 정

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보험상품 제공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회와 동

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비젼 체계도]

2020 global Top 10    가장 존경 받는 초일류 보험회사

이해관계자 가치창출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추구

신뢰경영

- 고객 중심의 상품·서비스 제공

-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고객정보 보호

윤리경영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 윤리경영 내실화

-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관리

혁신경영

- 시장 지배력 확대

- 선진 조직문화 구축

-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미래경영

-    신성장 동력 발굴                

(R&D Committee)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활동 강화 

나눔경영

-    업의 본질을 살린 봉사활동      

지속 전개 

-    아동·청소년, 환경,              

금융소외계층 지원 확대

Vision

Mission

전략방향 

전략과제 

[지속가능경영 전략 로드맵]
1단계(-2012)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2단계(-2015)

지속가능경영 정착

3단계(-2020)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확보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 R&D 기반 구축

- 창조적, 혁신적 조직문화 강화

-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후 변화 대응 선도 

- R&D 본격 사업화

- 리스크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강화

- 지속가능한 보험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확대

- 글로벌 경영역량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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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

삼성화재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가속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와 CSR사무국을 구축하였으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략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CEO가 참여하는 R&D위원회(Committee)를 운영, 3

대 핵심과제(시장지배력 확대, 해외사업 견실한 성장, 소통활성화 및 도전적 조직문화 구축)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연구활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연구 활동 및 계획

삼성화재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삼성화재 R&D’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교통, 문화, 건강 분야에서의 통찰력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내재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래 수익원천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 연구, 시민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에도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연구성과 및 2012년 계획]

2010-2011년 주요성과 2012년 계획

환경 / 안전 - 서울시와 ‘Safe Seoul 한마당 행사’ 운영(2009~2012년, 총 4회) : 시민 안전의식 개선 활동

-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사업영속성관리) 인증 획득(2010년7월)

   : 고객서비스 및 핵심업무가 재해, 재난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환경조성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ISO50001 인증 획득 (2012년 5월)

Global 누적위험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Risk 사전 예측 및 최소화 지향

교통 - 선진사 기술연수 및 RCAR 초청 보험사·정비업체 상생 협력 국제세미나 실시(2011년)

- 안전운전 컨설팅 실시(2011년 법인체 4개사, 개인고객 1,580명)

- 안전운전 교육 실시(2011년 70개사 3,003명 대상 36회 실시

- 교통사고 줄이기 온라인 캠페인 실시(500만여 명 대상)

- 참여형 안전운전 프로그램 ‘마이세이프드라이빙 App’ 보급(2012년 4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활동을 통해 기업 

손해율 감소와 지역사회 기여의 동시 달성 추구

건강 - 상품 R&D 센터 구축 및 통합 Health Care 서비스 개발 고령화, 조기은퇴 等 사회 Trend를 반영한 

보험상품개발을 통한 미래 수익원천 확보

Customer Insight  / 

Market Intelligence

- 서비스 아이덴티티 ‘내 일처럼’ 개발

- 무빙 이우시랑 런칭(2011년 6월-10월, 39개 사업장 방문)

- 2012년 손해보험시장 전망, 보험사의 모바일·온라인 활용전략 등 연구

-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2011년 11월)

고객 및 시장조사를 통한 중장기 사업 방향 

설정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위원장: CEO)

CSR사무국

신뢰경영 윤리경영 혁신경영 미래경영 나눔경영

고객지원실 준법감시팀 상품 마케팅실 기획실 인사팀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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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중심의 가치경영 활동을 통해 국내 1위 손해보험사로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지속가능한 손해보험사로 도약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삼성화재는 고객, 주주 /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 

파트너 등의 이해관계자와 상호 영향을 주는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주인(owner)이자, 

이용자(user)이자, 통제자(controller)로 인식하여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관심 이슈를 공유하고, 활동과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분류 소통 채널

주주 / 투자자 • 주주총회                         • 이사회

• 신용평가                         • 결산설명회 

• EV설명회                        • 사업보고서 

• 홈페이지                        • Annual Report  

• IR Mailing Service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객 • ‘내 일처럼’                       • 고객패널제도   

• 고객만족도조사                • VOC   

• SNS(I am 초보, 화제만발 등)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임직원 • 평사원협의회                   • Exciting톡톡   

• 고충처리제도                   • 마음누리상담실   

• 호루라기                         • 인트라넷   

• 임직원만족도조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파트너 • RC지식센터                    • 정보큰바다  

• RC만족도 조사  

• Good Partner Awards’, Partner’s Day 행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역사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 삼성애니카봉사단              • 청소년 금융교육   

• 주니어 글로벌 리더스포럼  • Smart & Green 환경 캠페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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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삼성화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주요 

관심 이슈를 공유합니다. 각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 직접 소통(대면소통, 비대면소통)

- 간접 소통(미디어조사, 벤치마킹, 표준조사)

Step 01

이해관계자 및 

소통채널 

구축

- 내부관점(사업중요도, 시급도, 영향도 등)

- 외부관점(영향도, 만족도, 기대사항 등)

Step 02

이해관계자

소통

- 내부관점(사업중요도, 시급도, 영향도 등)

- 외부관점(영향도, 만족도, 기대사항 등)

Step 03

지속가능성 

이슈 도출

삼성화재는 도출된 중요한 이슈에 관해 내부 임직원의 검토과정을         

걸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및 주주총회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CSR사무국

- 고객패널

- R&D Committee

Step 03.5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반영

- 내부공유 및 부서별 대응

- 목표 및 과제에 대한 진척관리

Step 04

대응 및 

참여활동

- 활동현황에 대한 외부공개

- 시스템 개선 및 지속적 운영

Step 05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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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2010-2012년 미디어 조사 결과

미디어 조사는 보험산업과 삼성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관심도와 이슈를 파악하

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잠재적 의견 및 자사에 미치는 리

스크를 조기에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10년부터 2012년 3월

까지 언론을 통해 노출된 총 39,155건의 기사 중 지속가능경영에 관련된 849건에 대해 조사

하여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도출해냈습니다.

삼성화재, Anycar, 손해보험 등 총 11개 키워드 검색으로 실시된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 

사회부문이 63.4%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였으며, 경제 32.0%, 환경 4.6%의 결과를 나

타냈습니다. 향후에는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에 대하여 균형 있는 활동 및 성과를 전개하겠

습니다.

이해관계자 리서치

삼성화재는 표준 및 제도 검토, 벤치마킹, 미디어조사, 설문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 리서

치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와 요구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 및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지속

가능경영 수준을 파악하여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을 도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 환경, 사회 세가지 부문에서 삼성화

재의 현수준, 핵심 이슈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설문기간 2012년 3월 14일-3월 31일(18일간)

설문대상 삼성화재 내·외부 이해관계자(총 300명)

설문형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

이메일을 통한 설문응답

설문결과 각 분야별 만족도, 강점, 보완점 확인

[2010-2012년 미디어 조사 결과]

■사회

■경제      

■환경 

4.6%

32.0%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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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제적 책임: 

삼성화재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화재의 경제적 책임에 있어 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리서치를 한 결과 ‘브랜

드관리 및 기업이미지 제고’와 경영수익의 지속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지

배구조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와 ‘해외시장 및 신사업의 적극적인 진출’부분은 좀 더 보완해

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는 정도경영을 통해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

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사회적 책임 국제규범의 적극적 이행

해외시장 및 신사업의 적극적 진출

경영수익의 지속적인 개선

선제적 통합 리스크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한 정보공개

창출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브랜드관리 및 기업이미지 제고

보완해야 할 분야 

22%

9%

21%

7%

4%

12%

16%

4%

4%

잘하고 있는 분야 

6%

5%

17%

24%

6%

9%

1%

3%

29%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46%

3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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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환경적 책임: 

삼성화재는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화재의 환경적 책임에 있어서 ‘에너지절감 및 자원효율성 증대’와 친환경보험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으며 ‘친환경활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친환경 보험 및 서비스 제

공’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는 환경·에너지경영 방침 수

립,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자약관 서비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날씨보험 등 업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보험 상품·서비스를 개발 및 제

공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에 대한 원천적 관리

에너지 절감 및 자원효율성 증대

친환경활동의 적극적인 실천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대응 노력

환경, 생물다양성 보호 및 자연 서식지 복원

친환경 보험 및 서비스 제공

녹색경영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32%

38%

23%

2% 5%

보완해야 할 분야 

9%

8%

22%

13%

11%

20%

18%

잘하고 있는 분야 

21%

7%

10%

15%

3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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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사회적 책임: 

삼성화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화재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착한) 소비의 촉진 및 교육’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사회적 책임이행 촉진’ 부분이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는 

정비업체와 RC(Risk Consultant)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CS교육 실시, 상생협력 프로그

램 제공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정한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활동

지속가능한(착한) 소비의 촉진 및 교육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

고객정보보호 강화

e-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앞서가는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책임있는 공정경쟁 이행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사회적 책임이행 촉진

보험설계사의 상생지원 강화

사회적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업과 관련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의 추진

사회기여형 상품· 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안전 및 재해방지에 대한 대응노력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1%

36%

5%

보완해야 할 분야 잘하고 있는 분야 

5% 22%

9% 21%

19% 5%

8% 20%

13% 6%

15% 10%

11% 8%

12% 18%

11% 16%

17% 19%

24% 6%

15% 19%

11% 15%

19% 5%

11% 1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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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임직원 책임: 

삼성화재는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직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삼성화재는 ‘성장형 인재육성체계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및 고

용보장’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과 삶의 균형적 기업문화’와 ‘건전한 노사관

계 확립’은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일과 삶의 균형적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훌륭한 일터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

해 ‘평사원협의회’, ‘Exciting 톡톡’과 같은 임직원간의 소통의 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보장

일과 삶의 균형적 기업문화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성장형 인재육성체계 강화

차별금지 및 다양성 보장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보완해야 할 분야 

14%

28%

26%

15%

17%

잘하고 있는 분야 

13%

30%

14%

17%

26%

58%

29%

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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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CEO메시지

 기업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부록

중대성 평가 및 핵심이슈

삼성화재는 지속가능경영에 관련된 중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관리를 위해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선정된 중요이슈는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체계

에 따라 전략이슈와 주요이슈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 중점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이슈 리스트]

이해관계자 핵심이슈 페이지

주주 / 투자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한 정보공개 13-20

주주 / 투자자 창출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 40~41

환경 친환경활동의 적극적인 실천 77~78

환경 친환경 보험 및 서비스 제공 79

고객 공정한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활동 45~47, 50

고객 앞서가는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43~44

이해관계자 핵심이슈 페이지

파트너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 60~64

지역사회 사회기여형 상품·서비스 개발 73

임직원 안정적인 고용보장 52~53

임직원 일과 삶의 균형적 기업문화 58~59

임직원 성장형 인재육성 체계 강화 52~54

Zone Ⅰ: 전략 이슈 
              (중대성 평가결과 내·외부 각각 이슈점유율 평균이상, 상위 30%)

Zone Ⅱ: 주요 이슈 
              (중대성 평가결과 내·외부 각각 이슈점유율 평균의 ½이상, 상위 70%)

Zone Ⅲ: 주기적 모니터링

  주주     환경     고객     파트너     지역사회     임직원 

ZoneⅢ ZoneⅡ ZoneⅠ ZoneⅠ

친환경활동의 적극적인 실천

공정한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활동

앞서가는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일과 삶의 균형적 기업문화

친환경보험 및 서비스제공창출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

안정적인 고용보장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사회적 책임이행 촉진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한 정보공계

사회기여형 상품·서비스 개발

성장형 인재육성 체계 강화

외
부

 이
해

관
계

자

내부 이해관계자

삼성화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좋은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전략 로드맵

삼성화재는 재무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 등 비재무 분야에서도 진정성을 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에너지경영방침 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을 조직의 문화로 정

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보험상품 제공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회와 동

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Shareholders & Investors 22

Customers 42

Employees 51

Partners 60

Community 65

Environment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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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주주 / 투자자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성과데이터

부록

shareholders & investors
Our Approach Performance Highlights

원수보험료  14조 5,846억 원

삼성화재는 ‘2020 글로벌 Top10’ 장기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선제적 리스크관리, 

글로벌 사업 영역 확대 등을 통해  2020년 ‘Total Risk Solution Partner’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7,845억 원

(개별기준)

신용등급  a.m.besT a++
(최고등급)

,  s&p a+
(9년연속)

투명한

지배구조

-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주주가치 극대화

정도를 지키는

윤리경영

- 준법문화 정착과 사업의 건전성 확보

선제적 

리스크관리

- 급변하는 금융시장 대응과 안정성 확보

창의와 경영혁신

을 통한 도약

- 창조적 경영혁신과 지식경영              - 해외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브랜드 가치제고 ‘Think NEXT’

2011년 삼성화재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삼성재보험주식회사(Samsung 

Reinsurance Pte.Ltd)를 설립하였습니다.

2011년 개최한 혁신올림피아드에서 분야별 Best Practice를 선정하였습니다. . 

[싱가포르 재보험사 ‘Samsung Re’ 설립] [혁신올림피아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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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주주 / 투자자

    투명한 지배구조

    정도를 지키는 윤리경영

    선제적 리스크관리

    창의와 혁신을 통한 도약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성과데이터

부록

투명한 지배구조

이사회 현황

삼성화재는 중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

리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주주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과 같

은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삼성화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과 회계, 경영 등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

진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10조에 의거하여 삼성화재와의 이해관계 여부 및 전문성 등을 사전 심사 후 

최종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않고 분리 선임함으로써 CEO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한편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사회 현황]

구분 성명 성명 직책 경력사항 

사내이사 김창수 남 대표이사 삼성물산 기계플랜트본부장

전용배 남 경영지원 실장 삼성전자 경영지원팀장

이재식 남 감사위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

사외이사 김강정 남 이사회의장 목포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현)동아원 사외이사

이원창 남 사외이사 감사원 감사위원

현)연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현)동양 사외이사

신헌철 남 사외이사 현)SK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신동엽 남 사외이사 현)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현)태평양제약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경영활동상에 중요

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의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의 이해관계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규정 1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11년 총 8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윤리·준법 모니터링 계획 보고, 기부금 집행, 내부

통제 평가, 퇴직연금 가입 등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기준 사외

이사 참석률은 93.8%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경영

위원회

사내이사 2인

리스크

관리위원회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내부거래

위원회

사외이사 3인

보상

위원회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감사

위원회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2인

삼성화재는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자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4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주주 / 투자자

    투명한 지배구조

    정도를 지키는 윤리경영

    선제적 리스크관리

    창의와 혁신을 통한 도약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성과데이터

부록

이사회 내 위원회

삼성화재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경영위원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위원회 역할 

경영위원회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위임을 받아 주요 경영현안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 의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감독, 정책수립 및 평가 

등 리스크관리 업무총괄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중요한 내부거래를 점검, 관리 및 

시정조치 건의 등을 수행

보상위원회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설계, 운영, 지급결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

감사위원회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기업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 평가 및 개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

성과평가 및 보상

삼성화재는 최고경영자와 주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목표 및 평가방향과 연계하여 임원별 평가 KPI를 선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피드백과 과정관리를 수행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고 있습니

다. 부문간 시너지 및 평가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 지급은 직위, 담당부서, 경영 기여도 등을 감안한 평가 

결과와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시스템의 유지 및 개선

삼성화재는 경영정보의 공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내부통제관리시스

템인 DC&P(Disclose Controls and Procedure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CFO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경우

에는 SAP 재무정보를 도입해 결산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통합인터페이스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통합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재무정보에 대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체제의 견실화를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자 

내부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도 포괄

하는 것으로, 삼성화재는 이를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등 각자의 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부 감사제

도는 내부통제 자율규제 평가(Self Regulation), 리스크 평가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공시이행실태 자체 점검 등이 있습니다.

주주의 권익보호

삼성화재는 경영상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즉각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재정위기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 적정 

배당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참여자들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인한 주주 및 소비

자의 소송제기 가능성,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 등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삼성화재는 경영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7

년부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의 경우 이사회에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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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지키는 윤리경영

윤리경영

삼성화재는 준법감시인 선임,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전략]

윤리경영 추진

삼성화재는 2000년부터 준법감시인 선임, 금융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천명 등

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내부신고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을 성

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윤리경영시스템과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

습니다.

[단계별 윤리경영 추진]

1단계: 윤리경영 도입

(2000년-2002년)

2단계: 윤리경영 체계 확립

(2003년-2009년)

3단계: 윤리경영 문화 구축 

(2010년-2012년)

준법감시팀 설치(2000년)

 ·준법감시 담당자 지정

 ·내부통제 기준 지정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개정(2001년)

·윤리경영 홈페이지 오픈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

윤리경영 선포(2002년)

·윤리행동지침 개정

·내부통제 기준 재정

·윤리위원회 발족

·윤리경영 서약서

윤리강령 개정(2003년-2004년)

 ·윤리위원회 개편

 ·실천사무국 발족

 ·윤리준법모니터링

 ·윤리경영서약서

경영원칙 선언 (2005년-2009년)

· 경영원칙 및 핵심가치 제정 및 선포

·경영원칙 실천서약

·경영원칙 실천위원회 발족

윤리경영 실천결의

 · 삼성화재 임직원, 자회사 및 

협력업체 포함

직무별 자가점검 체크시스템 구축

·9개 세부 업무별 점검 항목 구분

·분기당 자가점검 2회 실시

금품수수 / 거절 신고 시스템 

구축(2012년)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서면 신고양식 시스템화

윤리경영 추진조직

준법감시팀에서는 윤리교육, 일상감시, 내부통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위치에

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

독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조직 및 활동]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초일류 보험회사

사회의 신뢰

Clean Company

정도경영 

정도 영업

준법 경영 Compliance

정도 보상 상생 경영 투명 경영 나눔 경영 

고객만족

사랑 받는 기업

고객만족도 1위

GWP 구현

일하기 좋은 일터

입사선호도 1위

바른기업, 깨끗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며, 삼성화재는 정도를 지키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담당임원

준법감시팀

-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실태 감시, 

점검, 조사

-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시정지도

감사위원회

 -    경영진의 내부통제 운영결과 평가 

및 이사회 보고

-    준법감시담당 자체점검                

및 결과보고

-    담당임원 소관업무 내부통제 구축, 

유지, 운영책임

주

요

활

동

준법감시팀 내부감시팀 준법감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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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활동

삼성화재는 윤리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윤리서약서, 준법교육,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과정관리 및 내·외부 윤리경영 평가지표 관리를 

통해 윤리경영 추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주체별 추진활동]

주체 세부내용 주요 추진활동

CEO 윤리경영의지

CEO의 솔선수범

- 신년사, 월 조회사를 통해 임직원 전파 강화

- CEO 및 경영진에 대한 윤리성 평가 실시

주주 / 투자자 이사회 건전성,  독립성 및 

위원회의 전문성

-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 경영원칙 실천위원회 운영

- 공시제도 운영 적정성 모니터링 및 개선

재무보고 건전성 - 감사인의 외부감사 보고서를 통한 적정성 분석

- IR을 통한 회사의 경영지표 공표

-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영

- 경영 통일 공시 홈페이지 공시전 일상감시 검증

- 사업보고서 공시전 작성 적정성 검증TF 운영

고객 소비자 보호 - 홈페이지 내 소비자 신고 게시판 운영

- ‘부정제보’를 통한 고객의 소리 청취

임직원 고용평등, 인재육성, 안전보건,

노사관계

- ‘호루라기’(내부신고제도) 운영

- 전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실시(신입, 승격자 대상)

- GWP활동(일하기 좋은 일터 가꾸기)

협력업체 윤리 / 공정거래시스템 -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적발

-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 운영

- 협력업체 평가시 윤리 항목 추가

윤리경영 성과평가 반영

삼성화재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활동을 주요한 평가 항목으로 

선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2002년부터 업적평가 시 윤리지수 항목을 포함하였으

며, 직원의 경우 인사평가 또는 각종 시상 선발에 있어 직원의 윤리활동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윤리경영 평가항목]

2002 2003 2006 2010

- 금전 / 부정사고

- 모집질서 위반

- 공정거래 위반

- 금전 / 부정사고

- 모집질서 위반

- 공정거래 위반

- 윤리교육

- 사회공헌활동

- 민원지수

- 금전 / 부정사고

- 공정거래 위반

- 윤리교육

- 사회공헌활동

-    민원 / 분쟁심의 위원회 

지수

- Compliance Risk

- 임원별 CR개선

- 준법활동

-    민원 / 분쟁심의 위원회 

지수

 

윤리·준법교육 실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신고사례

와 각종 우수 및 실패사례 등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온라인 교육 

2개, 오프라인 교육 51개 과정, 총 53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온라인 교육에는 12,881

명, 오프라인 교육에는 1,819명의 임직원과 7,997명의 RC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

방을 위해 Think Next e-공유가치 교육과정에 ‘성희롱, 성차별 없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주제

로 하는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교육 주요 과정]

구분 교육내용 비고 

Think Next 

e-공유가치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청결한 조직, 

성희롱 / 성차별 없는 건강한 기업문화, 내부신고제도 등

임직원

(온라인)

Compliance교육 윤리경영, 고객만족판매, 부정부실 방지 등 RC

(온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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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내부통제(Compliance)

삼성화재는 윤리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윤리서약서, 준법교육,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과정관리 및 내·외부 윤리경영 평가지표 관리를 

통해 윤리경영 추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관리 체계

삼성화재는 기업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통제에 관련된 사안을 감사위원회와 내부거

래위원회 주관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 반기 준법감시인은 총 9개의 내부통제 평가항목에 

관한 잠정평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적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관리 프로세스]

공정거래 내부감시기구 운영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제거하고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자 공정경쟁 내부감시기구인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3명으로만 구

성되어 있는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보고 청취, 심의 및 의결 업무, 시정조치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상, 

보험업법상 제한되는 대주주와의 거래 건의 경우 10억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심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간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서도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직원의 부패행위 적발 시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및 모니터링’, ‘금융거래제한

자와의 거래차단’ 등을 실시 하여 회사의 보험거래가 자금세탁에 활용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

에 예방하고 고객 자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현황]

연도 심사건수(건) 심사 결과

2009 5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등

2010 5 무혐의, 심의불개시 등 

2011 3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등

이사회(내부거래위원회) : 점검, 관리 및 시정조치

감사위원회 : 적정성, 유효성 평가

준법감시팀 : 내부통제 잠정평가 보고

보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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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삼성화재는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시작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

정거래 윤리강령, 행동준칙, 처리규정, 체크리스트, 내부제보제도 등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삼성

화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

율준수 편람을 제작,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체 점검 활동이나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적절한 광고 및 마케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삼성화재 별도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법활동 실천력 강화

삼성화재는 준법경영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자가점검과 일상감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매월 196개 부서에서는 내부통제 자율점검 및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의 준법경영에 대한 이해 고취와 정도영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서약을 실시하여 준법경영 실천을 다짐함으로써 청렴한 조

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예방 전사 일제점검’과 ‘개인 PC 고객정보 일제정비’ 등 

테마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 스스로 준법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천력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자가점검 실시     모든 임직원은 준법경영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스

스로 업무영역과 분야별 주요 리스크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등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시를 위한 사전검토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 제9조에 의거하여 업무 활동 시에 관련 

법규, 사규 및 윤리경영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 준

수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시 사전 검토 대상

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 및 각종 중요 위원회의 부의사항

3. 새로운 업무·제도의 개발과 추진

4. 임직원 또는 대주주와의 내부거래

5. 약관 및 대고객 안내 자료

6. 각종 경영공시 사항

7.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

8. 일정규모이상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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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채널 운영

비윤리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비리 행위에 대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채널

을 운영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내부 제보채널 ‘호루라기’

삼성화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공고히 하고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확립하기 위해 ‘호루라

기’(前 정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는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비윤리적

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하는 제도로써 신고자가 

준법감시팀에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며, 

윤리강령위반행위, 임직원 부정행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행위, 보험모집질서위반 

행위, 기타 제안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

여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는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호루라기’를 통해 총 73건의 제보가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내부신고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의 법률 미준수 행위

- 판매조직의 법률 미준수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판매조직의 부당한 업무처리

- 모집질서 위반행위

- 기타 건의 및 제안사항

신고채널 전화 02-758-7112

팩스 02-758-4310

서면 경영원칙 실천사무국

이메일 ethics@samsungfire.com

부정제보 접수

고객이 임직원 및 판매조직의 비윤리적이거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감사팀에 제보를 하는 채널

로써 ‘공금횡령 및 수뢰’, ‘이중취업’, ‘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금품, 접대 요

구나 제공’, ‘기타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

고내용은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으로 인한 어

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고대상 - 공금횡령 및 수뢰

- 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 이중취업 사례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 기타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배 사항

신고채널 팩스 02-758-7796

서면 감사팀

이메일 auditing@samsung.com

(   호루라기 사이트    )



30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주주 / 투자자

    투명한 지배구조

    정도를 지키는 윤리경영

    선제적 리스크관리

    창의와 혁신을 통한 도약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성과데이터

부록

[리스크관리 조직체계]

선제적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위원회

삼성화재는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

년 리스크관리 규정 제정과 더불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리스크 중심 경영의 활

성화를 위해 매년 5회 이상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리스크관리 규정을 제·개정하고, 적정 투자 및 손실한도를 결정하는 등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며,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

을 수행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으로 RM파트를 설치

하고 리스크관리 지침 및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

니다. 또한, 리스크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지원 및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협의체 운영 등 리스크관리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리스크관리

국내·외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부문별 리스크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체계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표준협회 인증을 획득한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사업영

속성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고객과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리스크관리 문화가 자산운용 및 보험사업 등의 부문에서 정착되는 

중이며, 향후 모든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통합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산운용실

자산RM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여신심의위원회

보험RM / 
자산RM

Front 
Office

Back 
Office

경영지원실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팀

감사위원회이사회

상품마케팅실 기업영업총괄

상품위원회

(장기, 일반, 자동차)

대표이사

장기상품
개발 파트

자동차
상품 파트

일반상품
개발팀

RM파트 투자사업부 PF전략파트
재무심사

센터

삼성화재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 확보 등 경영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BCM 모의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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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삼성화재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 인식, 리스크 측정, 유관부서 협의, 

내부 보고, 대책 실행의 5단계 프로세스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따라 리스크관리 부

서는 상품개발, 보험심사, 영업, 자산운용 등 제반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인식하

고, 리스크 계량화 및 수익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특히 상품개발 심사 시에는 재무적 리스크, 윤

리적 리스크, 법률적 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리스크 측정 

결과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전략을 수립하며, 각 부문은 리스크관리 대책을 실행하

고 관리 부서는 전략 수행 결과를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리스크 분석 및 관리     삼성화재는 국내 손보사 최초로 리스크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

는 등 선도적인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리스크, 보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측정 시스템을 통해 시나리

오 분석 및 회사 수익구조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리스크 분석결과는 신상품의 가격결정, 

보험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투자상품 위험 및 손실 분석, 듀레이션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

니다.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5단계]

삼성화재 RM(Risk Management)

리스크 인식 분석 유관부서협의 내부보고 대책실행

영업 프로세스 
및 감독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이슈인식

계리 및 
회계적 분석

유관부서간 
논의

리스크관리 
위원회 등 
내부보고

리스크관리 
대책실생,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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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을 통한 도약

창조적 경영 혁신과 지식경영

삼성화재는 서비스 체질개선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CEO부터 전 임직원이 함께

하는 전사적인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 상품서비스 

혁신, 조직문화 혁신을 3대 핵심 혁신 목표로 설정하고  IT인프라, 혁신제도, 지식경영, 혁신추

진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Top 10 비전을 달성할 것입니다.

[경영혁신 추진 Framework]

*PI: Process Innovation

상품서비스 혁신

삼성화재는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체질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친화적 관점에서 상품서비스 혁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혁신

업무방식의 선진화와 운영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프로세스 혁신을 가

속화 하고 있습니다. 배서업무 프로세스 개선, 진료비 전자 청구(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부

터 2016년 까지 기준정보 체계 정립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통한 혁신의 지속성

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혁신 활동 및 성과]글로벌 TOp10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경쟁력 확보

(영업・보상 생산성, 프로세스 효율)

혁신목표

Product 혁신

상품·서비스 사업구조

Process 혁신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Personnel 혁신

인적 역량 조직문화

혁신방향

혁신전략

자산운용경영지원서비스보상
실사 / 

계약관리
영업 상품 마케팅

Operation Excellence 일하는 방식 선진화

전사적 도전과 혁신 실천문화 확산

혁신제도 지식경영 혁신추진역량

추진과제 고객가치 창출 프로세스
중심으로 전사*PI 가속화

IT인프라
영업·보상 근본 강화
기준정보 관리 체계화

2001~2008년 2005~2008년 2011~2013년

E-BIZ 시스템 구축

6시그마 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시스템 구축 Biz 영업·보상 모바일화 

추진

2010-2011년 프로세스 혁신활동 주요내용

[전사적 혁신 활동]

- 현장업무 간소화(2010년) :  고객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 제거 / 감축

- 전사 Process Innovation 추진(2011년 9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구축 및 

   통계 고도화 추진(2011-2012년)

[부문 단위 혁신 활동]

- 자동차보상 프로세스 혁신(2008~2010년) : 핵심 손해감소 업무의 속성에 따라 전문화 

- 보상과 영업 현장업무 효율화(2010년) : 현장 저부가가치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 대인보상 진료비 전자청구(EDI) 및 자동심사 체계구축(2010-2011년) 

- RC판매력 강화를 위한 도입 / 육성 프로세스 혁신(2011년 9월~10월) 

혁신활동

- 6시그마 활용 재무성과

   (2,156억 원)

- 유관업체 온라인 업무

   시간단축

- 재무성과(연간349억)

- IT운영 생산성 증대

- 시스템개선 통한 RC / 보상

- 직원 현장활동 강화

- 상품 / 채널 관점 업무

    프로세스 혁신

- 모바일 & 스마트 RC상 구현

- 현장 완결형 모바일 영업

   환경 구축

- 업무리드타임 20%감축

- 사용자 중심 업무 지원형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기반 코칭 체계 구축

주요성과

삼성화재는 단기적으로는 상품 · 서비스 차별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국내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글로벌 초일류 도약의 기반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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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

삼성화재의 경영혁신 노력은 CEO로부터 시작되며, 전 임직원이 다함께 혁신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EO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Exciting 톡톡-CEO 코너를 통해 회사의 경

영방침과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

신성과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혁신문화의 확산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영

삼성화재는 아이디어와 지식경영을 통한 일, 학습 그리고 혁신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Open-I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 CoP(Community of Practice)를 통한 혁신실천, 그리고 

anyWin을 통한 혁신 노하우 확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지식품질을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혁신방송 운영’과 ‘BP(Best Practice)센터’를 개설하여 삼성

화재의 새로운 지식소통 채널로 활용하여 혁신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dea 소통공간 제안제도: ‘Open-I’ 

Open-I는 업무개선, 현안이슈, 새로운 가치창조 등에 대해 전 임직원 누구나 다양한 아이디어

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관련된 부서가 이를 채택, 실행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

는 열린 소통의 장입니다. 

[Open-I 시스템]

구분 내용 

업무제안 기간·주제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업무 중 개선사항 및 새로운 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간

테마제안 일정한 주제를 정해 특정 기간 동안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공간으로 

현안 이슈가 있는 어떤 조직(총괄(실), 부서, 팀, TF 등)이라도 활용이 가능

상상플러스 자유롭게 Idea를 등록하여 여러 임직원들의 추가의견을 모아 숙성시키는

 아이디어광장과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임직원들의 찬 / 반 의견을 묻고

 토론하는 공간인 OX 토론방으로 구성

 

[월별 업무제안]

2011년 7월-2012년 3월까지 Open-I를 통해 월 평균 342건의 업무제안이 등록되고 94건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참여 결과를 제안 유형별로 분석하고 요구사항 개선시 현장의견에 대한 

수렴절차를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안 Open-I

(아이디어 경영)

CoP

(소통 / 협업 / 실천)

지식포탈 anyWin

(지식경영 / 학습)

혁신과제의 실행 Tool로 CoP 활용

CoP 활동을 통한 개선 / 혁신 아이디어 발상

제안 내용의

지식자산화

CoP 활동내 

생성된 지식

BP 이관

분야별 지식검색 활용 촉진

(Q&A 지식패키지). 

축적된 경험 / 지식에서 

새로운 업무혁신 아이디어 발상

7월 

2011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012년 

2월 3월

320

401
372 370

439

417

276

227

259

114 110 103

89 70 71 74 78

134 등록건수

채택건수



34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주주 / 투자자

    투명한 지배구조

    정도를 지키는 윤리경영

    선제적 리스크관리

    창의와 혁신을 통한 도약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성과데이터

부록

전략실행 및 혁신활동의 장: ‘Cop’ 

‘CoP’는 실행공동체를 의미하며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닌 ‘실행’이 전제된 삼성화재만의 소통

의 공간, 열린 협업의 공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천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조직 내 

특정지식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이 업무상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 해결 및 조

언, 자료 교환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나누고 이를 실천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

습니다.

[운영 Cop수]         (단위: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CoP 216 303 296 202

지식경영시스템: ‘anyWin’

상이한 지식·문서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산재해 있던 다양한 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회사

차원에서 통합·표준화된 지식자산(문서)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업무시스템과도 연계시켜 

업무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정보 유출

을 방지하는 등 지식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anyWin 지식경영 활성화 성과]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지식등록 7,539 4,661 3,135

지식조회 167,639 165,158 114,283

[지적재산권 등록 및 출원건수]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지적재산권 등록 및 출원 89 98 102

*지적재산권은 상표, 서비스표, BM특허, 저작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 2010년은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지식경영 인프라 선진화 추진

삼성화재는 2012년 1월부터 스마트 워크 정착, 글로벌 사업 확대, ECM(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 임직원이 언제 어디서든 유효한 

지식을 생성 및 공유함으로써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성과 달성을 지

원할 수 있는 지식경영 인프라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영 인프라 선진화 방향 및 추진과제]

2020 global Top 10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경쟁력 확보

비전 

업무 효율 개선 인적 역량강화 글로벌 경영 지원
전략

1.  경영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핵심지식 

    발굴 프로세스 도입

2.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지식 

    축적 프로세스 및 공유환경 구축

3.  부문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식 협업체계 강화

4.  고객접점 역량 향상을 위한 지식 제공

     / 공유 대상자 및  채널 확대

5.  현장 완결형 업무 지원을 위한

    지식포탈의 모바일화

6.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식품질 관리 

    제도 정비

7.  지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의 접근 

    및 편의성 개선

8.  해외사업 확대 지원을 위한  

    지식포탈의 글로벌 화

8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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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식경영 성과 관리 

혁신올림피아드, Best Practice상, 지식전문가 선정, 최우수 CoP 시상 등 다양한 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지식품질 제고 및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가고 있습니다.

벤처idea     전 임직원들이 신규사업 등 벤처성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벤처idea위원회를 통해 

비용, 시스템, 인큐베이팅 조직 등 인프라를 지원받아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의 과감한 도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과제 채택 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건당 100만원을 지급하

고,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면 투입비용을 초과한 재무성과의 5%를 성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올림피아드     혁신올림피아드는 1년간의 혁신활동을 정리하며 창조적 혁신문화를 한 단

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삼성화재만의 혁신 축제입니다. 매년 1-2회 개최되는 이 행

사를 통해 창조적인 사고와 실천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를 전사에 전파하여 임직원의 혁신IQ와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경영진 및 중간관리자가 함께하여 혁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혁신활

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성과가 우수한 조직 및 임직원을 선발하여 보

상 및 포상함으로써 삼성화재의 경영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 Incentive     임직원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신상

품·서비스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업무 혁신 활동에 대해서 이노베이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혁신올림피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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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삼성화재는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시장환경에 대비하고 미래 수익성 확보와 ‘2020년 Global 

Top 10’ 비전 달성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확

대, 해외시장 발굴 및 선점 등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는 

해외 진출시장, 중점 사업영역, 필요 역량에 대한 해외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

로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변화대응

글로벌 선진금융시장은 자유경쟁으로 사업에 대한 많은 기회가 기대되지만 엄격한 법규와 컴

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삼성화재는 글

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보험시장은 2013년 SolvencyⅡ

를 도입,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재무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보험감독체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법인 설립시 재무건전성 강화, 발행자신용등급 평가 실시 

등 시장변화 및 규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략 - 주요국가 성공모델 창출

- 중국, 미국, 싱가포르

- 로컬시장 본격확대

- 신시장 성공모델 확산

-    사업포트폴리오와 해외사업 핵심역량 글로벌화 달성

중점 

추진전략

-    중국 자동차보험 직판 개시

-    미국 일반보험 성공모델 창출

- 재보험사업 조기 안정화

-    중국 자동차보험 사업 확대

- 미국 로컬사 M&A

- 아시아 신흥시장 M&A

-  중국 제2 내수시장화(M&A포함)

- 미국사업 Biz라인 확대

-    싱가포르 Top5 재보험사 달성

필요역량 -  해외사업 RM체계

-  글로벌 IT시스템

-  해외사업 인력양성 

-  M&A역량

-  Local 인프라 확대 지속

- 글로벌 사업역량

- Local 인프라 완성

거점 - 6법인, 7지점, 6사무소 - 11법인, 11지점, 10사무소 -     14법인, 15지점, 10사무소

Stage1(~2012)

국내 : 15.0조 원
해외매출 비중: 4%

국내 : 22.0조 원
해외매출 비중: 5%

국내 : 34.0조 원
해외매출 비중: 18%

Stage2(~2015)

Stage3(~2020)

[해외사업 중장기 사업계획]

글로벌 선진금융시장 사업 확대와 신흥국가 진출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이익 창출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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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확대 성과

삼성화재는 2011년 미국지점 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8대 전략

지역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삼성화재는 2011년 유럽, 미국, 싱가포르 법

인 그리고 중국 천진의 영업지점을 오픈하면서 현재 10개국 19개 거점(법인 6, 지점 6, 사무

소 7)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해외시장에서 매출 3,833억 원(3.5억 불)을 달성

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26.1% 향상된 성과이며 2020년까지 해외 로컬사업을 본격화

하여 해외매출 비중을 18% 수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선진금융시장 사업 확대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선진금

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유럽, 싱가포르, 미국 등 선진 보험시장에 법인

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선진금융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 관리회사를 개설함으로써 독자경영이 가능해져 글로벌 보험사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거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

크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 전략을 공유하여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

신흥국가 진출     세계 보험시장은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 진출은 삼성화재의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삼성화재는 

선진금융시장과 함께 중국, 두바이, 인니,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 진출 노력의 결과, 2011년 

1월 원수 보험사 최초 두바이 중아사무소를 오픈하였으며, 아랍에미레이트 1,2위 보험사와 업

무협정을 체결하여 현지 보험사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북경, 심천, 소주, 정도에 이은 5번째 중국 지점인 천진지점을 오픈하

면서 적극적인 신흥시장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파트너쉽 강화와 적극적 

로컬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신흥국 진출을 

통해 해당 국가에 선진보험기법을 전수하고 우수하고 전문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글로

벌 종합보험사로써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     자본시장 글

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회계기준의 통일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하여 2008년부터 별도의 TFT를 구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프로

젝트를 진행하여, 2010년부터 분·반기 및 기말 기준의 재무

정보와 공시사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삼성화재는 외부적으로 투명성 증진을 통해 투자자에게 기업이미지 개선과 주주가치

를 제고하고 내부적으로는 보고단위를 통합함으로써 관리효율을 높이고 이중 회계처리비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인별 해외매출 추이]  (단위: 억 원)

※ 유럽법인 2011년 설립

20112009 2010

유럽(5%)

인니(6%)

베트남(8%)

미국(14%)

중국(22%)

한국본사(45%)

인니(6%)

베트남(7%)

미국(19%)

한국본사(50%)

2,684

3,040

3,833

중국(22%)

인니(6%)

베트남(7%)

미국(15%)

한국본사(50%)

중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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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평가 최고등급 획득

삼성화재는 성장성, 효율성, 수익성과 리스크관리 및 해외사업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최대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A.M. Best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인 

A++(Superior)를 획득하였습니다. 전 세계 A.M. Best 등급을 받는 보험사 중 0.8%만이 본 

등급에 해당하며 아시아에서는 동경해상과 삼성화재가 유일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신용평가

기관인 S&P(Standard & Poors)사로부터 자본력과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위험관리 능력 등

을 높이 평가하여 9년 연속 A+, 안정적(Stable)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와 고객에게 더 나은 신뢰와 믿음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urope

● Vietnam

Tianjin ●
● Beijing

● ShezhenDubai ●
India ●

 ●

Qingdao ●

Hanoi ●

Suzhhou ●

Singapore ●

United States ●

● Indonesia

● Tokyo
● China

● LA
● New york

Sao Paulo ●

● Subsidiaries & Joint Venture(6)
● Branches(7)
● Representative(Liaison) Offices(6)

A.M. Best사 신용평가

세계최고등급 A++

S&p사 신용등급평가

9년 연속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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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제고 “think NEXT”

기업 브랜드는 고객의 이성적 만족, 정서적 만족, 그리고 가치적 만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

합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은 지속적으로 본원적 역량, 고객과의 소통, 사회 친화적

인 활동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삼성화재의 브랜드관리는 단지 광고, 커뮤니케이션만의 문제

가 아니라 기업의 본업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차별

성, 일관성, 효율성 관점에 입각한 브랜드관리 활동을 통해 고객의 모든 생활에 안심을 주는 앞

선 종합보험사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경영 비전]

브랜드 경영

삼성화재는 무형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브랜드 경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 상품·서비스를 브랜드화하여 브랜드 간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브랜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슬로건

인 ‘think NEXT’, 자동차 보험 브랜드인 ‘애니카’, 컨설팅 판매조직인 ‘삼성화재RC’ , 인터넷 

자동차 보험 브랜드인 ‘마이애니카’ 그리고 서비스 브랜드인 ‘내 일처럼’은 시장상황에 유연하

게 대응 가능하게 하며 브랜드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think NEXT’

삼성화재의  브랜드 슬로건 ‘think NEXT’는 고객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을 앞서 제안하

고 먼저 실천한다’는 삼성화재 기업 핵심 가치(Brand Identity)인 ‘혁신(Innovation)’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과 보험의 미래, 다음을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보험 

/ 금융 회사임을 알림과 동시에 ‘2020 Global Top 10’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

개별 브랜드 자동차 보험 브랜드 RC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서브 브랜드

브랜드 가치제고

삼성화재는 브랜드 이미지 평가 및 개선 활동을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통해 고

객접점부서와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계획을 실천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

습니다. 이런 브랜드관리의 노력으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손해보험부분1위, 프리미

엄브랜드지수(KS-PBI) 손해보험부문 1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자동차보험부문 1

위 등 대외적인 경쟁력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브랜드관리에 대한 정책 및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

(AdVANCEd) TOTAl RISk SOluTION pARTNER

“모든 생활에 안심을 주는 종합보험사”

고객 소통(정서적 만족)

 광고•IMC 
홍보•온라인

본업 역량(이성적 만족)

 상품•영업•보상
고객 접점 품질

사회 친화(가치적 만족)

 사회 공헌 활동
스포츠•문화

평가

Brand Audit System

차별성 일관성 효율성

관리

인터넷 자동차 보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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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출과 배분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

데 손해보험 업계는 일본, 태국에서의 지진,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삼성화재는 우수한 채널,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및 견실한 자산운용으로 매출, 손익 및 투자영업 등 많은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성장성

삼성화재 원수보험료 매출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성장률 15.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

기보험이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한데 기인합니다. FY11 장기보험은 신계약 고성

장, 계속보험료 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18.0% 성장을 기록했으며,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역

시 각각 12.7%, 5.7% 성장하면서 균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장

기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19.7% 성장한 38.6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정성

지난 5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의 자기자본  연평균 성장률은 19.4%

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RBC비율은 

450.7%로 업계 최고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와 같은 우수한 자본력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성과 및 견실한 리스크관리 등의 능

력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 S&P, A.M. Best 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

삼성화재 당기순이익은 자동차 및 장기보험의 손해율 개선과 투자부문에서의 이익 증가에 힘

입어 지난해대비 16.0% 성장한 7,845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장기보험의 손

해율은 전년대비 개선된 것은 물론 2위권사 대비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의 차별화

된 Underwriting 정책과 효율적인 보상프로세스에 기인합니다. 

2009

108,951

2010

127,713

2011

145,846

2009

266,559

2010

322,718

2011

386,212

[원수 보험료] (단위: 억 원) [총자산] (단위: 억 원)

2009

49,403

2010

66,219

2011

76,950

2009

426.4

2010

498.5

2011

450.7

[자기자본] (단위: 억 원) [RBC비율] (단위: %)

2009

5,245

2010

6,764

2011

7,845

2009

79.0

2010

81.9

2011

81.3

[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손해율] (단위: %)

※ 2009년은 지급여력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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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배분 

경영활동으로 발생된 경제적 가치를 삼성화재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서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와 투자자, 정부 그리고 지

역사회에 환원한 가치는 총 9,858억 원이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적 성

과창출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경제적 가치배분]

대상 항목 2011년 금액

주주 배당금 1,749

정부 / 지방자치단체 국세 및 지방세 2,138 

지역사회 사회공헌비 253.9

채권자 이자비용 47

임직원 급여 및 복지비용 5,649

미래의 자산가치 보존     손해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불확실한 미래에도 

현재의 자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삶의 질과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빈번해

지고 있는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업의 본질에 맞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사고예방     삼성화재는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안전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교통안전예방자료 발간, ‘삼성애니카교통나라’ 운영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에도 앞장서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삼성화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내견사업,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사업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삶을 가진 사회의 일원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도

록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키자니아 삼성화재 소방서   )(   뽀꼬 아 뽀고   )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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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Our Approach Performance Highlights

CS교육 423회 18,760명 

삼성화재는 진정성을 담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

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서비스를 구

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패널 운영  11기

고객만족도 1위

그랜드슬램 달성

고객만족

서비스 체계

- CS 운영체계, SI 정립을 통한  고객서비스 역량강화

고객만족

상품개발

-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상품개발 프로세스 운영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고객 접점 서비스와 모니터링 실시

고객안전 

강화

-  고객 정보보호 강화와 보험사기 방지

2011년, ‘내 일처럼’이라는 Service Identity 를 확립하여 고객만족경영의 기틀을 갖추었습니다. 2011년 3월 삼성화재 고객사랑방인 ‘이우시랑’ 3호점(목동)이 오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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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서비스 체계 

고객만족경영

삼성화재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쉽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평생을 함께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삼성화재가 신뢰와 안심을 주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중심에 고객을 두고 서비스 가치를 구체화하여 임직원에게 실천가이드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의 기준, ‘내 일처럼’

2012년 1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삼성화재의 서비스 

원칙을 담아 SI(Service Identity)를 선포하였습니다. ‘내 일처럼’은 고객을 위한 CS문화를 정

착하여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삼성화재의 지향점이자, 고객에게 드리는 약

속입니다.

Service Identity-내 일처럼

Moments Of the Sure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는 순간들』Service Identity

자신의 일처럼 진정성을 갖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자는 다짐

SI Slogan

Simple – Caring – Sincere Core Value간편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

더 세심하며,
친절한 감동서비스

진정성과 진심을 담은
감성서비스

삼성화재는 체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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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운영 체계  

삼성화재는 고객업무품질개선위원회를 두어 전사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업무품질개선, 고객권익보호, 자율조정, 분쟁심의와 같은 

고객만족 활동 4가지 분야에서 전국의 CS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객과 관련한 이슈

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서비스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현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CS 역량강화 

삼성화재는 지속적인 CS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적절

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무 별로 역량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합니다. 임직원 및 RC들은 고객에 대한 기 본 서비스 응대부터 불만고객응대, 컨

설팅, 팀워크, CS 리더양성과정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있습

니다. 

삼성화재는 이 밖에도 사외 강사 초빙, CS 교육 방송, CS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고객 의식 개선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CS교육 주요내용]

구분 교육 내용

영업 고객관리 중요성, CS활동 우수사례 소개

보상 민원, VOC 수집, CS활동 중요성, Role Playing

손해사정 녹취콜 분석 및 코칭, Role Playing

고객 창구 미스터리 쇼핑, 1:1 영상촬영 및 코칭, Role Playing

(   고객 First 캠페인   )

(   고객감동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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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상품 운영

삼성화재는 시장동향, 고객분석, 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상품들 뿐만 아니라 노후대비, 자녀육아, 재테크, 여행 

및 레저, 그리고 생애 주기에 필요한 모든 보험을 통합한 상품들이 고객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

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소 보험상품에 대해 갖고 있던 고객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적극 

수용하여 상품 기획 및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다각도로 반영하고 있으며, 상품실무협의회에서

는 Business Case를 도출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보

험상품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상품개발 프로세스]

브랜드네이밍 체계 개선 

고객이 좀 더 쉽게 상품을 기억 할 수 있도록 브랜드네이밍 체계를 개선하여 기업브랜드인 ‘삼

성화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의 이름만을 접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

가 명확하고 기억에 용이하게 각인 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주목도를 확보하여 고객과의 커

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건전한 보험 계약 문화 정립

삼성화재는 보험가입과 인수 과정에서 모든 고객에 대해 평등한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특히 장애인 심사에 있어서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해 의학적•통계적인 정당한 원칙

에 기반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할 것을 보험계약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상품 개발

8단계7단계6단계5단계4단계3단계2단계1단계

소비자센터장 참여(VOC 반영)

피드백
인가추진 
/ 판매준비

상품
위원회 
(임원)

B / C 
최종안 
수립

상품실무
위원회 
도출

Business 
Case 
도출

상품실무
협의회

상품 기획 
및 설계

삼성화재는 고객입장에서 보험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와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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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접점의 서비스  

고객은 삼성화재의 핵심가치이자 경영활동의 중심입니다.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

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대하고 고객의 접점에서 진정성이 담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Speed, One-stop, Network, 24H 365D를 필두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객서비스 운영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 증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모바일 홈페이지(m.smasungfire.com)를 통

해 상품, 보상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창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조

회 / 변경, 사고접수, 대출 및 증명서 출력 등 보험업무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니카 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접수, 정비소 조회, 자동차 보험료 계산, 

상품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고, 차계부, 내차 위치 찾기 등 차량이용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콜투웹’서비스     콜 대기 중 스마트폰에서 고객이 직접 사고 접수와 고장출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 사진 보내기, 대출서비스 및 증명서 발급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에도 모바일과 콜 서비스를 연계한 대고객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성향 점검서비스     안전운전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진단해주는 서비스

를 스마트 폰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이세이프드라이빙’ 어플리케이션은 가속센서, 자이로

센서와 GPS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들의 운전점수, 전국의 세이프 존, 참여자 랭

킹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없는 서비스 ‘24HOuRS’  

365일 24시간 고객을 위한 휴일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24HOURS’는 지난 2010년 11월

에 개설되었습니다. 본사 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출동요청, 계약문의, 고객상담, 사고접수

는 물론, 민원대응과 현장출동까지 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이 매 시간 상주하며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CAFE'형 고객 공간 ‘이우시랑’

‘이우시랑’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지역주민들과 주부들에게 많은 호응

을 얻고 있는 삼성화재 라운지 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편안한 카페와 문화강좌 프

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어느새 고객 친화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대형 버스안에 이우

시랑 인프라를 옮긴 ‘무빙 이우시랑’등 신개념 보험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마련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고객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가

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삼성화재는 고객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성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이우시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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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고객에 대한 투자

삼성화재는 미래 고객 선점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사업부에

서는 대학 산학협력을 통해 20-30대를 대상으로 영세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마이애니카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이들이 마이애니카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상품이 필요한 세대에 홍보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삼

성화재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이렉트 존 운영

20-30대의 젊은 층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삼성화재는 젊은 고객층 확보를 위해 

신개념 무인점포인 삼성화재 다이렉트 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있는 누

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형부스로 현재 대학교와 영화관내 문화 여가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초

소형 무인점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존에 설치된 컴퓨터에 고객의 인적사항과 차량정

보만 입력하면 예상보험료가 계산되어 고객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삼성화재는 고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고객 서비스의 기본을 충실히 하고자 전사적으로 

고객 1st 캠페인을 전개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임직원의 기본자세를 점검하고, CS 혁신 4대 

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추진하여 CS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캠페인은 일회성 이

벤트로 그치지 않고 세부적인 활동들을 연속해서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중심에는 항상 고객이 

있음을 전 임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속으로’ 캠페인 

‘고객속으로’ 캠페인을 통해 본사 임원들 및 부서장들은 현장에서 사고현장, 창구업무 수행, 고

객 안내 등 다양한 역할 체험을 하였습니다. 2011년 4월부터 2개월간 본사 스텝 직원들은 본

사 인근 도로와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 피케팅과 리플릿을 배포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독려하는 교통안전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Thank U’ 편

지쓰기 캠페인은 전 임직원이 예쁜 손 글씨가 담긴 카드로 고객에게 정성을 표현하는 행사로, 

삼성화재의 큰 경쟁력이 되어준 고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업 및 보상부문 고객서비스

장기보험을 2년 이상 계약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방문과 경품 이벤트를 실시

하고 RC들을 통해 고객 캠페인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센터가 주

관하는 보상관련 부실 민원 감축 캠페인은 보상 CA들의 기본지키기, 일일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고객에게 친절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충분한 안내, 공정한 불만 해결 등의 기

본 업무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

하여 현장 출동에서부터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

스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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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소통 채널 운영

삼성화재는 다양한 고객층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 교통, 안전, 건

강, 환경, 보험, 재테크 등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회사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개설된 초보운전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I am 초보’, 

블로그 ‘화제만발’은 2030세대를 위한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2만여 고객과 소통하고 있

는 삼성화재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삼성화재와 고객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대상 개최

연 1회 실시되는 고객만족대상은 삼성화재의 고객만족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의 공로

를 치하하고, 고객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2012년 18회를 맞이한 고

객만족대상은 RC와 고객, 파트너사 대표들을 초대하여 사업부 공로상, 우수영업팀장상, RC상, 

CS실천인상, 우수협력회사 감사패 등을 수여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고객과 함께하며 고객

만족을 일구어온 임직원과 RC들을 격려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객패널제도 실시

삼성화재 고객은 매년 실시되는 ‘고객패널’ 활동을 통해 직접 보험 상품•서비스를 체험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 연금•적금, 집 보

험, 마케팅 캠페인 등 다양하게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고객들은 일정기간 동안 상품 가입 상담, 

회사별 마케팅 비교분석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약 4개월에 걸친 활동의 결과물을 고객패널 

발표회를 통해 삼성화재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직원들은 패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상

품•서비스를 개선하여, 향후 제도나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됩니다. 고객패널 제도는 2005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1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체험과 인터뷰를 통

한 생생한 현장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상품•서비스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객패널운영 주요성과]

기수 주제 주요 추진 활동

01 자동차보험 고객맞춤형컨설팅시스템 수정 및 보완

홈페이지 디자인, 컨텐츠 개선

02 고객정보제공 알기쉬운 보상사례집 제작 및 배포

고객안내장•리플렛 등 품질 개선

03 RC 경쟁력 고객만족판매 실천가이드 기준 수립

영업관리자•RC 업무태도 개선교육

04 고객접점서비스 사고처리단계별 안내프로세스 개선

협력업체 직원대상 CS메뉴얼 제작 및 배포 

05 신채널 경쟁력 제고 판매인 교육강화, 상품안내자료 개선

방카슈랑스 담보보완 개정상품 출시

06 자동차보험 애니카레이디 출시, 신규약관 개발

모바일 출동 관제시스템 오픈

07 장기보험 만족도 강화 부가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실손의료비 사전조회 프로세스 개선

08 2030代 자동차 보험 멤버십카드 출시, 드라이빙 스쿨 실시

긴급출동서비스 ARS 접수단계 축소

09 30대 여성 장기보험 자녀보험 보장범위 확대

기업블로그 운영

10 24 / 365체계 접점서비스 전 출동자 CS 교육, 3대 이행과제 실시

SNS채널(블로그 / 트위터, 카페 등) 활성화 추진

11 홈쇼핑 연 / 적금 

집보헙 마케팅 강화

홈쇼핑 연 / 적금 금리 인상, 집보험 보장강화

마케팅 캠페인 아이디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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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 

2011년 삼성화재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국가고객만족도(NCSI) 손해보험 부문 11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0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4년 연속 1위, 고객만족경영대상, 한국서비스대상, 

보험소비자연맹이 뽑은 좋은 보험회사 1위 등을 수상하며 보험업계를 리드하는 ‘고객만족 기

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외 인정은 현재의 서비스수준을 넘어 더 큰 감동을 위한 고

객의 요구사항으로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담아 고객만족경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삼성화재는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를  상품·서비스에 반영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 및 VOC 수

집 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고객의 의견은 관련부서 및 RC, 파트너사와 공

유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VOC수집 및 불만처리 

애니카서비스 고객콜센터에서는 고객들의 불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상담사들은 365일 24시간 자동차 사고와 고장출동 접수 등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불편 개선 테마제안’을 실시해 임직원과 

RC, 파트너사 직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하고, 등록된 테마 제안

은 프로세스, 시스템, 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실행부서와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불만 유형] 

기수 주제 점유율(%)

01 사고처리불만 5.8

02 계약관리 부실로 인한 RC 교체요청 5.6

03 사후고객관리 불만 4.9

04 상품설명 부실 4.1

05 지점, 영업소 직원 혹은 RC의 불친절 3.2

06 보상처리 불만족 2.9

07 해지금 과소불만 2.9

08 상품설명부실 2.9

09 과실상계 2.1

10 변경 /  정정관련 상담 및 처리 2.0

※  전체 고객불만 유형 중 상기 1-10위는 약 40% 점유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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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강화 

고객정보보호

주요한 고객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철저한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부 핵심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위협에 대비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삼성화재 내

부 규제에 따라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 툴인 웹 방화벽, 이중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 고도화

된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고객정보 DB 암호화 

저장, 네트워크 암호화, 24X365(24시간 365일) 사이버 관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고객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안 강화

최근 개인정보방침 규제 강화에 따라 삼성화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방침과 정보관리 

책임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고객의 정보보

안강화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한 내규를 공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객 정보, 보험계약 진행과 보험 해지 이후에라도 남게 될 수 있는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보 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캠페인 

삼성화재는 공정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

고 선량한 보험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상환경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보험범죄 제보 활성화 제도를 개선하고 언론을 통한 공익광고 및 포상제도 홍보를 한층 더 강

화하였습니다. 모바일 및 인터넷 제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선진화된 보험범죄 제보 인프라를 구

축하는 한편, ‘으뜸RC제도’를 통한 RC들의 보험범죄 제보 활성화, 출동 에이전트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보 포상에 대한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안심을 전달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최고의 고객만족 가치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 신고센터 02-7573-112
(신고자 익명보장)

제보포상금 

적발금액의 10~20%(최소 30만~최대 10억원)
-    지역의 보상센터 / 

손해사정팀에도 제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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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Our Approach Performance Highlights

임직원 5,341명 

삼성화재는 인재육성, 소통 활성화,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을 통해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1인당 교육 113시간 

임직원 만족도 80점 

임직원

가치 제고

- 우수 인재 선발과 양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소통경영의 

확산

- 직원간, 부서간, 노사간의 적극적인 소통

일과 삶의 조화 - 업무환경 개선, 스마트 워크를 통한 일과 삶의 조화 구현

2020 Global Top10’ 달성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공감동행 2020’대장정을 시

작하였습니다. 

삼성화재 ‘Exciting 톡톡’은 임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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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가치 제고

삼성화재의 인재상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일구어 온 삼성화재의 핵심요소는 바로 임직원입니다. 고객과 팀 성공

에 대한 주인의식, 개인의 전문성 발휘와 정도를 향한 열정은 인재상의 핵심요소입니다. 체계

화된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삼성화재의 인재는 열정과 주인의식

을 가진 글로벌 금융 파이오니어로 양성됩니다.

다양한 인재선발 

삼성화재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우수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턴

사원 채용은 우수 인재에 대한 사전 확보 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촉진에도 기여합니다. 삼성화

재는 글로벌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현지인 채용을 전개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국가 유공자, 장

애인 고용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를 부여합니다.

인재양성 전략

삼성화재는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조직문화 공유 및 확산, 직무전문가 육성, 글로벌 차원의 리더 양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

를 기반으로 임직원의 역량을 제고 합니다. 직무별•직군별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현지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의 사정에 맞는 맞춤화된 교육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들에게도 CAP(Culture Awareness 

Program) 교육을 통해 삼성의 핵심가치와 기업문화를 학습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재양성 체계]

Speed & Agility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행동함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춘 ‘글로벌 금융 파이오니어’

고객성공에 대한 
주인의식

팀 성공에 대한
주인의식

전문성을 향한 
열정

정도를 향한 
열정

모든 고객의 성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행동함

팀의 성공을 위해 동료와 

협력하고 성과를 공유함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 없이 자신에게 

도전함

고객, 회사, 자신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정도 

및 일관성을  유지함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춘 ‘글로벌 금융 파이오니어’

조직을 이끄는 글로벌 수준의 리더 양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을 갖춘 전문가 육성

새로운 역량을 위해 임직원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 가치 함양

Samsung 

Insurance Expert 

Samsung 

Insurance leader

Samsung 

Insurance Value

삼성화재의 인재육성은 채용에서 교육, 성과보상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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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체계 

핵심가치, 직무전문가 육성, 전략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체계를 토대로 삼성화재만의 빠르고 역

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명

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교육훈련은 가치함양, 

전문성 강화, 리더십 제고의 3개 영역을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량개발제도(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임직원의 역량개발제도는 각 개인마다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리소스를 제공하여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직무 별로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진단에 따라 개인별 역량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코칭을 받을 수 있

도록 합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3가지 이상의 역량과정은 이수후에 역량평가와 직무평가를 거

쳐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전문자격지원제도     사내 외 집합 교육, e-Learning, CoP, 컨퍼런스, 자격증 도전과 같은 

다양한 학습리소스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교육 선

택권을 확대•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

자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6개(국내 17, 해외 19) 전문자격에 대해 교재비, 

시험 응시료,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자격과정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경력개발센터(CdC, Career development Center) : 퇴직지원 프로그램 

삼성화재는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퇴직 후 삶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

다. 금융사 통합 경력개발센터CDC(Career Development Center)를 출범해 금융업 특성에 

맞는 퇴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커리어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센

터는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인력의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창업지원이나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퇴직 신청자와 전문직 전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지식교육을 제공하여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심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직장, 업무에 적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Beautiful Ageing 교육     임직원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직원 만 50세 이상

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Beautiful Ageing’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직급별 과정과 외

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임직원들이 인생의 후반기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안전하고 행복

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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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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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가치 제고

    소통경영의 확산

    일과 삶의 조화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성과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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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보상  

삼성화재는 전 임직원들이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합니다. 직급별 상대평가에 의해 시현 업적과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직

원 개개인의 성과와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와 역량 균

형의 승격제도를 통해 비전 제시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상호간 다면진

단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소원제도 운영, 체계적인 면담 프로세스 등을 통해 개인의 성과가 공

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직원 성과평가 체계

임직원의 성과평가는 임직원의 업적고과와 역량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적고과

는 반기 KPI 및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관리를 통해 평가하며, 역량평가는 역량개발제도(IDP)와 

연계하여 임직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요구수준 대비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

다. 또한, 도전목표제도와 연계하여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

는 등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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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업적고과
(반기 1회)

역량평가
(연1회)

연봉

직무
성과금

개인육성계획
(IDP, 연1회)

승격 / 승급 교육 /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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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경영의 확산

조직문화 활성화 

삼성화재는 2002년부터 회사에 대한 신뢰 구축과 자아 실현을 위해 GWP(Great Work 

Place) 제도를 운영해오며, 2011년부터는 ‘Pride & Challenge’, ‘Young & Open’, ‘Fun 

& Joy’를 모티브로 ‘Exciting 삼성화재’라는 슬로건과 함께 조직문화의 운영 방향을 활기

차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임직원에 특화된 SCI(Samsung 

Culture Index) 조사를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체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

여 다양한 임직원 만족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기업문화와 팀워크, 의사소

통 및 업무 환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내부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각 부서 리

더들과 공유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citing 서포터 운영 

‘Exciting 삼성화재’의 구현을 위해 각 부서 단위의 상황에 맞게 조직 문화 혁신을 주도할 

Change Agent로서의 ‘Exciting 서포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서 단위 조직에

서 1명씩 선발되는 250여 명의 Exciting 서포터들은 부서 내 소통활동에서부터 각 조직 별 특

화된 부서 활성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Exciting 삼성화재’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실질적 실

행의 주체로서 조직문화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citing 서포터는 부서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이 많고 봉사의식이 높으며, 부서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서원들로 구성됩

니다. 선발은 각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선임-책임급이 대상이며, 1년의 임기중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GWp 추진전략]

임직원 만족도 SCI(Samsung Culture Index) 제고

SCI조사(삼성경제연구소 실시)는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부서

장을 제외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피로, 자신감, 직무만족, 상호신뢰, 팀워크, 자긍심, 조

직몰입 등과 관련한 70여 문항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부서단위 

Exciting 리더인 부서장과 Exciting 서포터에게 공유되어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2011년에는 

임직원 조사대상 4,643명 중 3,864명(83.4%) 가 참여하여 80점의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

다. 업무 효율화를 제고하고 임직원 존중의 문화 정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 만족도를 높

여가겠습니다. 

Young & Open

- Mind
- Communication
- Opportunity

Fun & Joy

- Space
- Work
- Life

pride & Challenge

- Thinking
- Action
- Change

EXITING 삼성화재

창의와 도전의 열린 신 조직문화

삼성화재 Way

글로벌 리더십, 경계 없는 도전, 고객 중심 혁신, 

역량을 펼치는 GWP

삼성화재 인재상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춘 글로벌 파이오니어

(고객, 성공, 팀 성공, 전문성, 정도)

삼성화재는 임직원간의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직원간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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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신뢰 구축 

삼성화재는 취업규칙 및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라 인권 및 노동 이슈와 관련하여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한 사업 변동에 관하여 평사원협의회, 사

내 포탈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임직원에게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임직원을 존중하

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임직원의 불만 및 건의 사항 등을 철저히 보안된 각종 온라인시스템(고

충상담실,성희롱상담실,언어폭력상담실)을 통해 청취하여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사원협의회 운영

평사원협의회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나아가 회사 발전을 위해 

1988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평사원협의회는 명실상부한 삼성화재의 직원 대표기구로서 

노사간 정기적인 대화 채널의 역할을 하며 평의원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

습니다. 현장부서 방문, 간담회,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이를 임직원의 고충사항, 불만, 개선사항

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주요 이슈를 파악하며 정기적인 평협소식지를 통해 이를 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 및 각종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맺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경영활동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사상생의 

문화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평사원협의회 주요 활동 2011-2012년 주요 안건

- 평사원 고충처리제도 운영

- 노사협의회 운영(연 4회)

-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 노사공동 실무 워크샵(연 4-5회)

- CEO 와의 간담회 실시 

- 경영회의 참석

- 정기 평의원대회

- 임금인상 

- 근로조건 개선

- 복리후생 제도개선

- 퇴직프로그램 강화

- 임직원 가족 프로그램 지원

CEO와의 소통 

삼성화재 CEO는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

습니다. 각 지점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현안과 시장 상황 등을 생생

하게 듣고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CEO의 현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인 ‘Exciting 톡톡’내 ‘CEO’라는 열린공간을 통해 회사의 현안과 혁신

의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여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임직원 소통활동

삼성화재는 부서간 업무의 벽을 낮추고 현장과 본사간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내

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소통의 공간인 ‘Exciting 톡톡’에서는 회

사의 주요 경영 현황과 부서간, 임직원간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소통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eing 프로젝트 

사내에 다양한 재능과 취미를 가진 임직원들은 사내 ‘Being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관심분

야를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개인의 취미나 특기 등 관심 활동을 회사 내 동

료, 선후배들과 공유하고, 그 활동 모습이 포함된 내용을 ‘Exciting 톡톡’ 사이트에 개시함으

로써 회사생활의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Being 프로젝트는 스포츠, 음악, 문학, 미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소통배구대회 

소통배구대회는 삼성화재의 대표 스포츠인 배구 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내 커뮤니케이션

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내부 팀워크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삼성화재만의 대

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각 지역별, 사업부 단위로 모든 단위조직이 참여하여 예선 우승

팀을 토대로 최종 결승전까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상대팀을 만나면서 평소 업무 외에 만나기 

힘들었던 타 부서와 교류하며 부서간 소통과 업무 이해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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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마음 합창대회 

각각의 음색이 화합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완성되는 합창과 같이 임직원이 모

두 하나되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합창대회를 실시하여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

니다. 사업부 구분 없이 지역별로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RC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 합창대회는 임직원 스스로가 참여하고 완성해가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합

창을 준비하는 2달여의 긴 시간 동안 합창에 참여하는 각 소속의 임직원들이 서로의 업무와 환

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들은 합창대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이어지는 좋

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공감동행 2020

삼성화재는 임직원들의 도전과 극기 정신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본사간의 소통

을 지원하고자 공감동행 2020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감동행 2020은 전국의 거점을 연결하

는 세 개의 코스를 현장과 본사의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걷

기 코스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운영되었으며 1박 2일의 여정을 통해 참가자 모두는 

‘2020년 글로벌 TOP 10’이라는 삼성화재의 중장기 비전 달성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임직원 및 RC까지도 동참해 행사를 풍성하게 하여 정도경영에 대한 실천

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소통과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

삼성화재는 매년 5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 임직원 가족사랑 실천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임직원들과 이를 안팎

에서 내조하는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행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임직원 자녀 영어캠프 및 경제봉사캠프 

삼성화재는 연 2회 임직원 자녀 영어캠프를 실시하여 임직원 자녀들이 어학능력뿐만 아니라 

인문학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술과 역사 등의 인문학 수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RC 자녀들

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생 경제봉사캠프를 통해서는 지역복지시설 아동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게임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Exciting 가족한마당

가정의 달을 맞아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Exciting 가족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실시되는 Exciting 가족한마당

은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 행사들로 구성되어 임직원들과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과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효도 큰잔치 행사 

평사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효도 큰잔치’ 행사는 중국 북경에서 임직원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3박 4일 동안 북경의 명소를 관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사원협의회는 2012년, 12회째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초청된 직원 부모는 모두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임직원 

부모들은 이 행사를 통해 자녀에 대한 사랑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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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과 삶의 조화

좋은 일터 만들기  

삼성화재는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창의력과 혁신을 키

우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근무 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애니카서비스 광주콜센터는 임산부팀을 신설해 여성 상담사들이 보

다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임산부팀은 별도의 근무규정에 따라 

고정 근무제로 운영되며 휴식과 수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 2회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여성근로자를 배려하

는 다양한 정책들로 상담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

삼성화재는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를 보급하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과 영업의 현장에서는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되고 소

요시간이 줄어 고객과 파트너사들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는 IT 기기를 

이용한 선진 회의문화의 정착으로 업무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삼성화재는 임직원 모두가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4대 보험 외에도 복

리후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선택적 복리후생이 실시, 임직원에게 복지 포

인트를 제공하고 임직원의 자기개발과 여가 생활에 다양하고 자유롭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

였습니다. 향후에도 임직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복리후생제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리후생제도] 

구분 상세 내용

여가생활 지원 휴양소, 사내 휘트니스센터 운영, 캐리비안 베이, 장기근속 휴가 및 

휴가비 지원

출산 / 모성 보호 지원 사내 직장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여성 / 모성보호 휴게실 설치, 출산 지원제도, 

출산기념품 지원, 임산부 자율출근제 실시

주거 / 생활 안정 지원 원거리 근무자 사택지원, 경조사지원, 주택자금대출 및 가계자금 대출, 

개인연금 보조

의료 / 건강 지원 단체보험가입(본인,배우자,자녀), 건강검진

교육 지원 자녀 학자금(중,고,대학교), 임직원 자녀 동·하계 영어캠프 운영

선택적 복리후생 연간 복지포인트 제공(각종 여가활동,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기타 사옥 內 Exciting Zone 개설, 생일 / 결혼기념일 / 고희 축하선물,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결혼도움방, 심리상담센터 운영

삼성화재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임직원이 회사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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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휴가 지원     삼성화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임산부 자율출근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 임직

원의 육아출산 휴가를 시행하여 출산 전후의 임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재 남녀 직원 100%가 출산 휴가 후 업무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으며, 94%의 직원이 복귀 후에

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오며 일과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육아시설     삼성화재는 본사와 경기도 동탄에 사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임직원

과 RC들의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육아시설은 워킹맘의 근심을 덜어주고 엄마와 아

이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안정감을 심어주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삼성화재는 전국 사옥 내 곳곳에 모성보호 휴게실을 마련하여 모

유수유를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임직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퇴

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적립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퇴직금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삼성화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임직원 안전과 보건을 위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업무환경 

안전을 위해 근무환경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의 건강검진을 지원해 회사의 복지 혜택을 넓히는 한편, 임직원 건강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누리 상담실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음누리상담실은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심리상담과 각종 심리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 채팅이나 이메일 등 원하는 방

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통해 임직원들은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생활 안정과 업무 의욕을 되찾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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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누리 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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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Our Approach Performance Highlights

RC 현황 33,105명 

(활동중인 표준 RC 기준)

삼성화재는 RC, 협력업체, 정비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

습니다. 파트너와의 진정성을 담은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RC 1인당 교육비 153천 원  

정비업체 CS교육 18회, 432명   

행복파트너

RC

- 고객 접점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금융인으로 성장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 상생경영 강화 활동, 정비문화 선진화, 공정한 거래정착을 통한 협력업체와           

   신뢰 구축

2012년 4월, 일산 킨텍스에서 제18회 고객만족대상이 개최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서울정비조합과 공동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영국의 Thatcham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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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RC  

삼성화재 RC는 고객의 입장에서 자산과 위험을 컨설팅하는 행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RC 지원 체계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는 전문 지식을 갖춘 종합 금융전문가로서, 고객의 자산과 위

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여는 이름’인 삼성화재 RC는 열정과 주인의식을 바탕

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행복파트너입니다. 

RC 양성

삼성화재는 체계적인 RC 교육시스템과 영업지원시스템을 통해 보험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

다. 1년 이하의 RC는 RC 주니어 과정을 통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터득하

며 보험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문 RC양성 과정은 우수 RC들을 선발하여 마케팅, 재무, 

회계 등 글로벌 수준의 삼성화재 MBA, SSU(Samsung Sales University)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 최고의 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자격취득 지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RC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RC지식센터 운영     RC들의 금융 전문 지식과 세일즈 스킬, 상품 및 업무 지식을 배양하기 위

해 RC지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C지식센터는 고객응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 영업 마인드 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웹 상에서 구현되어 RC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

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내방송을 통해 생생하고 재미있는 상품 교육도 듣고, 

RC노하우 공개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지식을 습득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원

삼성화재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RC의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의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RC들이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큰바다’ 운영     정보큰바다’는 고객이 궁금해 하는 상품·서비스 정보를 흥미롭고 다양

한 콘텐츠를 통해 웹으로 구현한 고객관리 시스템입니다. 약 3,500여 종의 영업지원 컨텐츠 및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휴대폰 문자 발송시스템 등 여러 편의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고객이 원하

는 정보를 즉석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RC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영업지원시스템은 신속하게 고객의 요청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RC의 업무를 처리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

의 제약 없이 영업과 보상에 대한 업무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는 멀

티미디어 상담자료를 이용해 고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시뮬레이션형 컨텐츠를 활용하여 고객의 

상품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 설계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과정이 전자서명으

로 가능하여 가입과정이 간소화 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영업의 새로운 모델을 시도함으로써 RC의 Smart Work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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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보상 및 커뮤니케이션

삼성화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과 다양한 보상체계를 통해 RC들이 소속감을 갖고 안

정적으로 고객관리와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RC간담회, 업무 만

족도 조사,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C 보상체계

삼성화재는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복리후생 외에도 RC들의 성과에 따라 자격지원비와 기타 혜

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RC들의 자격등급에 따라 대학자녀학자금, 선택적 복리후생, 

리프레쉬 패키지 이용권 등 육아 지원부터 생활 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

도록 합니다. 삼성화재는 RC에 특화된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동기부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업무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보 RC대상으로는 정착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업 마케

팅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C 격려 활동     고객만족대상은 고객, RC, 협력업체, 임직원이 함께하는 대축제의 장으로 한 

해 동안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고객만족대상

에서는 RC 386명에게 상을 수여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동행 콘

서트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담은 공연과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RC들

은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자긍심

을 키우게 됩니다.

RC 커뮤니케이션 활동 

회사에 대한 소속감, 회사의 지원체계 수준 등 RC 업무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업에

서 생기는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고 있으며,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

그램에도 함께 참여하여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삼성화재 RC는 ‘무사고 약속 운동’ 캠페인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에게 삼성화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운전을 다짐하

는 서약, 무사고 안전스티커 부착 등 자신과 고객, 이웃을 위해 안전 운전을 솔선수범하여 고객

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행복드림봉사단: RC 참여 봉사활동     삼성화재 RC 자원봉사단체인 ‘삼성화재 행복

드림봉사단’은 2012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는 삼성화재 RC 1만7000여명이 34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장애인 주거환경개

선사업인 ‘500원의 희망선물’,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캠페인인 ‘해피스쿨 캠페인’ 등에 참여하였

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 및 단체 146곳의 주거환경 개선 및 13개 초등학교에 각종 교통안

전물품과 교육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삼성화재 RC는 따뜻한 보험정신을 나누는 행복파트너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RC와의 정도경영 

삼성화재 RC는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고자 완전판매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약관 내

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이행 등 고객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상품 설명이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삼성화재 RC는 완전판매 준수 활동을 실천하여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영업 보험강령에 따

른 임직원과 RC의 정도영업 실천 노력에 힘입어, 최근 3년간 고객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한 제

제 및 민원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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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삼성화재와 협력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협력하며 상생을 실천합니다.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 

삼성화재는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를 육성하여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력업체 선

정은 체계화된 기준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협력업체의 윤리성 및 환경경영 수준 또한, 중요한 심사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방침, 환경·에너지경영 방침 등은 협력업체에

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협력업체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

도록 육성하고자 다양한 기준과 지침을 통해 협력업체의 경영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상생지원 

삼성화재는 2012년 3월, 삼성그룹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식’에 참여하여 1, 2차 협력사

와의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1, 2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현금성 결제

를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60일이 넘는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협력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상생협력 강화 활동을 통해 그룹차

원의 동반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와의 협력 

삼성화재는 전국의 600백 여 개 우수정비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니카서비스는 자동차의 구입 등록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전 주기

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회사로서, 차량진단, 사고시 긴급출동, 그 밖의 차량 클리닉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신속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체계

애니카서비스는 웹기반의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사고 접수와 현장출동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며 

삼성화재 보상팀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서로의 업무지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정비업체 평가

삼성화재는 2012년 협력 정비업체 AFC(Anycar Family Center)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

였습니다. 정비업체의 품질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비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

갈 수 있도록 하였고, AFC의 전문성 및 환경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인 수리와 친환경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상생지수, 윤리경영지수 관리

를 통해 정비업체와의 상생경영 실천력의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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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활동  

정비업체와 삼성화재는 수리·정비서비스 업무 외에도 보험범죄근절 캠페인, 선진정비기술 교

육 등을 실시하며 고객에게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MOU 체결     2011년 4월, 자동차 정비문화 선진화를 위해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자동차수리 낭비요소 개선, 친환경 

신소재 복원수리기법 및 차종별 작업시간 연구, 선진사 벤치마킹 및 수리기술 교육과정 공동연수 

등 자동차 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교육     삼성화재는 정비업체의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CS교육을 실시하

고 정비업체 직원들의 꾸준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RCAR(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국제세미나 개최, 부서별 1위 업체 선정 및 해외연수프

로그램 지원 등 정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해외연수 지원     우수한 정비업체 대상으로 연 1회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으로 영국 ‘Thatcham사 자동차 정비기술 연수’를 실시하여 사고차량 손상평가기

법, 친환경차 수리기술, 자동차 경량차체 알루미늄 외판 판금 및 도장 수리기법 등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정비업체 현장실습     대물보상 팀장은 정비업체를 찾아가 차량정비를 실습하기도 합니다. 파

손 부위를 수리하고 도색까지 해보면서 생생한 현장체험을 통해 보험처리 과정을 현장 작업자

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정비업체 직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보험관련 제도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

한 의견을 나누면서 정비업체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체결 및 정비조합 상생협력 설명회 개최     삼성화재 손해사정은 2012년 5월 부산

자동차고등학교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MOU)를 체결했

습니다. 삼성화재손사는 대물보상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학생은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일산사옥 교육장에서 

경기 제1정비조합 상생협력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소속 29개 정비업체 대표들과 함께 상생협

력 방안과 포탈시스템, 표준수리 가이드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활동

삼성화재 손해사정은 매년 AFC경영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수한 정비업체를 선정, 해외

연수와 상금 등 포상을 제공하여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니카서비스에서는 ‘한마음 체

육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바람나는 근무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비업체 교육 지원]

교육 내용 기간

전국 AFC(Anycar Family Center) 보험담당자 

친환경차 신기술 전파 교육 

2-3월

RCAR 초청 보험사 및 정비업체 

상생협력 국제 세미나 개최 

4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443개 업체) 

상생·협력 MOU 체결

4월

외제차 정비업체 신기술전파 현장 기술교육 3-5월

정비업계 공동 선진사 기술연구소 수리기술 연수 시행 7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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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Our Approach Performance Highlights

사회공헌지출 3.2% 

(당기순이익 대비)

삼성화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하겠습니다.  

임직원 1인당 사회공헌활동 11.1시간 

사회공헌활동 참여 임직원  22,452명   

(2011년 누적 인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2011년 한 해 동안 안내견 8두,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149두를 분양

하였습니다.   

2011년 삼성애니카봉사단은 전국 16개 센터와 180개 봉사팀을 운영하며, 농촌결연활동, 교

통사고 유자녀 멘토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업의 본질을 살린

사회공헌

- 교통안전•생활안전•장애인 지원 활동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체육진흥활동 지원

임직원

나눔

- 삼성애니카봉사단 활동

사회적 보험

상품•서비스

- 사회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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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본질을 살린 사회공헌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지원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안심”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손해

보험 사업의 본질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3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

업을 시작으로,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삼성방재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교통캠페인, 생활안전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1993년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지원활동

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부터는 ‘아이들과 미래’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교통사고 

유자녀를 선정하여, 생활비를 비롯한 교복과 기념선물, 명절(설·추석)선물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직원과의 1 대 1 결연을 통하여 정서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운영

2001년 7월 설립 된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안전 조사와 연구를 바

탕으로 분야별 교통안전사업을 통해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언론보도 및 정책 건의와 교통안전 계몽 홍보를 추진하며,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요

하는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직업운전자, 교통사범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사고예방활동     2011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안전운전 리플릿, 교통안전정보 웹

진 등 교통안전예방자료 7종을 발간하여 기업체 안전관리자 및 운전자,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 

300만여 부를 배포하였으며, 이를 매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9천여 명

의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명예교사를 양성하여 전국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

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RC가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 1건당 

500원을 적립하여 모은 기금으로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인 ‘해피

스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유발환경 신고 캠페인, 출퇴근길 교통

안전캠페인과 어린이 통학차량 문에 부착하는 승·하차 안전 보호기인 ‘천사의 날개’ 보급 등 

다양한 교통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애니카교통나라 운영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에서는 삼성애니카교통나라를 운영하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통안전지

식을 심어주고자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업의 본질과 연계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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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활안전캠페인 전개

화재나 생활안전사고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부주의를 

짚어내어 사람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예방활동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점검활동, 생활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afe Seoul 한마당 행사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Safe Seoul 한마당’은 서울시민 안전

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획하는 종합 

119 안전체험교육 한마당입니다. 안전관련 NGO는 물론 각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자라나

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생활 속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해 요

소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주고자 체험중심으로 꾸며진 축제형식의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입

니다. 2011년에는 서울시민 14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교육을 비

롯하여 안내견 체험 행사 등 10개 체험교육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지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291 188 189

교통예방활동 3,288 3,128 3,246

생활안전캠페인 335 1,762 1,159

장애인 지원

삼성화재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독립된 삶을 갖도록 도와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제 몫을 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사업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줄 수 있는 안내견 사업을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0

두 안팎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외에서도 안내

견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국내 대경대학, 대만 국립핑퉁과학기술대학 안내견센터의 훈련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훈련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아시아 

지역 안내견 학교연합체를 결성하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대표적인 안내견 양성 기관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의 동행이 자유롭도록 안내견의 공공장

소 출입을 보장하는 장애인 복지법을 추진하여, 2001년 1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는 결실을 거

두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기존의 안내견사용자에 대한 권

익뿐만 아닌 관련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법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분양 된 안내견 수] (단위: 두)

구분 2009 2010 2011

안내견 수(누적) 129 14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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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삼성화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는 일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뽀꼬 아 뽀꼬’와 같은 장애청소년 음악캠프를 통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해주고 있으며, 삼성화재 RC들이 장기보험 신규계약 1건당 500원을 적립하는 ‘500원의 희

망선물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족과 시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서울맹학교에 재학중인 우수시각장애인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

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사업이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었다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은 장애인 주변의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없애는데 일조합니다. 삼성화재는 2008년부터 교육

과학기술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함께 장애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장애인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장애인식개선드라마 네 번째 

작품으로 ‘수퍼맨, 하늘을 날다’ 편을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영

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장애인먼저, 아름다운 소통입니

다!’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초·중학교 장애인 통합학급 대상으로 20개의 우수 학급을 선정하

여 시상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백일장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팡스배구단은 

2002년부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매년 장애아동들과 야외프로그램 

및 각종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장애인 사회적응 및 

인식 개선 활동

3,858 3,369 3,161

(   500원의 희망선물   )

(   장애인식개선드라마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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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삼성화재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삼성화재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사회적 약자의 자생력을 강

화시키는 소외계층 지원사업, 농산물 수입 개방 및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민들을 지원하는 농촌결연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장학사업

삼성화재는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11년 9월부터 경찰청과 순직경찰관유자녀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유자녀들에게 장

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 소방방재청과 순직소방가족 지원 협약을 통해 순직소

방관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

과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 매년 ‘삼성화재 주니어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학발전기금과 고등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삼성화재는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주어 자생력을 강화시켜주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을 도와 지역사회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매월 약 150여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을 지원하고 있

으며, 어린이재단, 한국부름의전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사회복지단체에 운영비와 물

품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미소금융재단의 지원으로 휴면보험금 재원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과 사업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출시한 

미소금융은 올해로 5년째로 접어들어 저신용·저소득 층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1부 1촌 농촌결연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일손부족, 기상이변과 같은 악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사차원으로 1부 1촌의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

재는 농촌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농촌마을 일손 돕기, 농촌 체험활동과 팜스테이 등을 실시하

여 농촌결연마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단별로 지속 봉사처를 두어 각 지역에 필요물품

을 파악하여 결연마을을 후원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었던 충남 태안 

파도리와 결연을 맺어 특산물을 구매하고, 임직원 봉사활동,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농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촌결연사업 지원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농촌결연사업 87 51 696

지역사회 참여

(   농촌 일손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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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및 체육 지원

삼성화재는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한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정착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옛 것을 지켜나가고자 본사자원봉사 센터는 2005년 6월 문화재

청과 ‘1문화재 1지킴이’활동 결연식을 갖고 경복궁 지킴이활동과 무형문화재 후원 활동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경복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월 

1회 경복궁 주변 환경미화 활동, 문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5월부터 줄타기 

무형문화재 김대균 선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교통박물관 

삼성화재교통박물관은 세계 자동차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국내 자동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문화 유산의 수집 및 연구를 통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

램 기획, 문화유산 전시 등을 통해 후손들에게 원형의 유산을 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자동차문화 및 관련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올바른 자

동차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육진흥활동 

1987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지원사업은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 비인기종목 선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대한육상경기연

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스포츠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선수

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특히 1997년부터 빙상연맹에 매년 8-10억 원을 후원하여 청소년 대

회 신설 및 선수의 해외전지훈련 지원, 일류코치영입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와 아마

추어,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는 ‘월드바둑마스터스’를 통해 바둑의 대중화에 앞

장서고 있으며, 2011년 한국기사들이 796만원의 장학금을 한국기원연구생리그 성적 우수자

에게 지급하는 등 우수한 예비기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팡스 배구단     삼성화재는 1995년 창단된 블루팡스 배구단은 2005년 프로배구 출범 이

후 6번 정상에 올랐으며, 특히 2007-08시즌부터 5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연고지인 대전시에서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하

는 등 삼성화재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강화 

삼성화재는 ‘어린이교통안전협회’, ‘서울맹학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삼성화재의 사

회공헌활동에 핵심적인 기관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행사를 계획하고 논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월드바둑마스터스   )(   삼성화재 블루팡스배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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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해 나아가겠습니다.

삼성애니카봉사단

‘삼성애니카봉사단’은 삼성화재의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봉사활동] (단위: 명, 시간)

구분 2009 2010 2011

임직원 참여자 수(누적) 27,259 20,937 22,452

1인당 

사회공헌활동 시간

13.2 12.2간 11.1 

[삼성애니카봉사단 체계]

삼성애니카봉사단 주요 활동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6개 봉사센터와 180개 팀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임

직원의 가족과 친지가 참여하는 가족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고 가족

의 화합에도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삼성그룹의 4대 이벤트인 헌혈캠페인, 창립기념 자원

봉사 대축제, 임직원 자원봉사 대축제, 연말 이웃사랑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 봉사리

더를 선정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1:1로 조를 구성해 제주도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직원, RC 그리고 고객 자녀봉사캠프를 운영하며 

어린 세대들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나눔

봉사센터 역량강화

- 센터별 봉사프로그램 운영

- 소속봉사팀 질적 향상 도모

- 시스템 보완 및 교육을 통한 봉사활동 효율화 및 체질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 적용

- 대표 사회공헌활동 연계

- 업의 특성에 적합한 활동

- 전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참여채널운영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고객 및 임직원 가족 등 참여채널 다양화

- 대내·외 홍보 활동 강화

- 결연단체 파트너십 강화

드림펀드 100%

전 직원의 참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삼성애니카봉사단

봉사시간 16시간 지속봉사처 100% 봉사팀 Level up 80%

‘2020 GlOBAl TOp 10’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직원 자부심 고취 / 기업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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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활동

삼성화재는 해외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역시 전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해외 거점에서는 각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원봉

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문제점과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7년 만에 처음으

로 진행된 전 세계적인 ‘삼성사회공익활동의 달’과 중국삼성에서 실시하는 사회공익활동 주간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삼성 재능나눔 캠페인 ‘Gift for You’ 

‘기프트 포 유’는 임직원의 재능 나눔을 테마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캠페

인입니다. 삼성그룹의 재능나눔 항목은 크게 직업멘토링,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학습, 생

활·건강의 5개로 구분되어 삼성화재 임직원들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재능나눔을 받기 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고 그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지식 함양을 위해 금융감독원 주관의 청소년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미래고객 확보와 본업연계 사회공헌활동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임직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참여자 수]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청소년 참여자 수 - 2,172 1,019

※ 2009년 참여자수는 집계하지 못함

드림펀드 활성화

드림펀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꿈(Dream)과 희망을 나누어 드림’이라는 의미로, 삼성

애니카봉사단과 더불어 삼성화재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

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후원기금과 회사에서 임직원 

후원기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모금

된 드림펀드는 지역사회와 봉사단체 기부 및 임직원의 봉사활동 경비로 쓰여집니다. 2011년 

말 기준, 임직원 99.3%가 가입되어 있으며 매월 약 3천 9백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삼성화

재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삼성애니카봉사단 _ ‘두여인’   )

(   삼성애니카 봉사단 _ ‘어르신께서 주시는 꿀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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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한 보험상품·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기여 상품·서비스 제공

삼성화재는 보험가입 시 장애인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한 보험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나눔 친서민 자동차보험 특약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나눔 친서민 자동차보험 특약’ 서비스는 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계층 중에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중고 

소형차를 소유한 고객들에게 서민 우대형 자동차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7%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우대종합보험

‘장애인복지시설우대종합보험’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배상책임 그리고 

시설 이용자의 상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 돕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행복한 노후

삼성화재는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늘날의 중·장년층에 맞는 노후준

비를 지원하기 위해 실버계층 전용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행복한 노후’을 출시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연령을 최대 70세까지 확대하는 등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

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소액기부보험

2012년 도입 예정인 소액기부보험제도는 시민들에게 기부문화를 전파하며 사회적 약자의 보

험계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과 동시에 보험료의 소액을 기부하면

서,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기부하고 이 금액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무료로 의료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사회적 보험 상품•서비스



74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주주 / 투자자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성과데이터

부록

environment
Our Approach Performance Highlights

에너지사용량 791TJ 

환경·에너지경영 방침에 따라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

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전자약관 가입건수 186,715건  

환경사랑 포인트기부 참가자  212,570명   

(삼성화재 홈페이지 허니빈 포인트)

Smart & Green 캠페인을 통해 절감된 종이 비용은 산림청 ‘학교숲 가꾸기’등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됩니다. 

2012년 3월, 글로벌 환경 캠페인인 ‘Earth Hour’ 행사에 참여하여 1시간 동안 본사 건물의 

모든 전등을 소등하였습니다.  

Before After

녹색경영 체계 - 환경·에너지 경영방침 개정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 전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 삼성방재연구소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 및 사업기회 모색

친환경 보험

상품·서비스

- 업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보험상품 및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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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체계구축 

범 지구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각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여, 삼성화재는 

기후변화대응 전략 수립과 환경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지구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사차원의 녹색경영체계 구축, 임직원의 환경의식 제고와 같은 노력을 통해 친환경

경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에너지경영 방침 수립 

녹색경영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1년 발표한 환경경영 방침을 2012년 4월, 환경·

에너지경영 방침으로 개정하여 한층 강화된 환경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전

담조직으로 CSR 사무국을 두어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고 각 파트별로 환경실행 성과를 정기

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

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삼성화재의 환경적 책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 준수

삼성화재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

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UNGC가 요구하는 환경원칙을 준수하고, UNEP FI(United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일원으로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 

성명을 지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물 정보공개 프로젝트(WDP, Water Disclosure Project) 가입 등 국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탄소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에서 추진

한 ‘탄소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5월에는 삼성화재 에너지경영시

스템 구축을 하여 국내 금융권 최초로 ISO50001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직원 환경 의식 제고

삼성화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환경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친환경 

의식제고와 임직원의 친환경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실시한 ‘3일의 

기적’ 행사에서는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임직원의 점심 비용을 기부하여 빈곤 아동 구호와 환

경오염 방지 활동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하고 휴대폰이나 

폐건전지 수거 행사를 펼치는 등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

라 삼성그룹 교육을 통해 각 사의 에너지담당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대응 동향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추진 활동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교육을 실시하여 내부 심사원을 양성하는 등 사내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실천과 참여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환경・에너지경영 방침]

녹색경영 체계

삼성화재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수립, 임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경영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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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온실가스 저감 노력 

삼성화재 CSR사무국에서는 환경·에너지경영 방침에 따라 에너지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

정하고, 회사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총괄 관리하며 삼성화재

의 협력회사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사 에너지경영 감축 목표는 

3%로 설정하였으며, 에너지 사용시설의 고효율화, 임직원 에너지 절약활동 등 전사적인 감축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정보 공개 

제조업체와 달리 업의 특성상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 범위가 넓지 않으나 삼성화재는 자발적으

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자원소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CDP서명기관으로 참여하여 삼성화재 전사옥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비롯한 탄소관련 정보 분석의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

3자 검증을 실시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₂e, tCO₂e/m²)

구분 2009 2010 2011

온실가스 총 배출량 38,638 40,393 41,584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0.090 0.094 0.093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화 노력

삼성화재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실시하여 건물 내 시설물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

한 아이디어를 통해 에너지 절감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과 겨울철에는 사무실 실내 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고 사무실 자동소등을 실시합니다. 노후

된 사옥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업무 환경

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센터에서는 노후화된 업무시스템을 가상화기반의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비즈니스 대응이 신속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을 감축하여 연

간 130,000Kg의 CO₂를 절감하여 소나무 1,175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간접 온실가스 배출저감

삼성화재는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그룹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장을 위해 KTX와 연계한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차량 이용이 부득이 할 경우 부서장과 인사팀 합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활동] 

구분 온실가스 저감 활동

전기 - 점심시간 및 업무외 시간 자동 소등

- 권장 실내온도 준수

- 퇴근시 pc및 전기 기기 전원 차단

연료 - 그룹사 통근버스 운영

- 출퇴근 및 출장시 대중교통 권고

종이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 전자 약관 및 인터넷 보험 활성화 

유류 - 법정 온도 유지

- 스마트 드라이빙 교육 실시

기타 - 노후장비 교체 및 고효율 장비 설비

- 수요관리 모니터링 실시

- 절전캠페인 실시

- 머그컵 사용 권장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삼성화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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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친환경 활동 참여 

삼성화재는 친환경 활동 정책을 통해 사무 환경에서부터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 이르기까지 환

경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친환

경 활동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임직원, 고객이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Eco Office 활동: 임직원 참여 활동

임직원의 녹색생활 실천은 환경적 성과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삼성화재의 녹색

경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09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전자문서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일상업무에서 종이사용 절감과 이면지 사용을 확대하고 

폐지의 재활용률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머그컵 사용을 늘리는 등 재활용품 및 친환경 제품 사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작은 것부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친환경실천지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Smart & Green 캠페인: 고객 참여 활동

삼성화재는 2010년 4월부터 종이사용 절감 등 환경에 기여하는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

해  ‘Smart & Green’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고객들이 보험가입 

자료를 이메일로 받을 경우, 절감된 종이 비용은 산림청 학교숲 가꾸기 등 환경 개선사업에 기

부하는 녹색환경 가꾸기 실천프로그램에 사용되어집니다. 인터넷 완결형 자동차보험인 ‘마이

애니카’는 인터넷 보험가입 후, 이메일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즉시 확인하고 PC에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편리함을 갖춘 보험 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Safe driving: 친환경 안전운전 홍보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저탄소 친환경 운전의 생활화를 위해 친환경 안전운전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친환경 운전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함께 줄여가는 것입니다. 삼

성화재는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출동 요청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등 28가지 

Tip을 수록한 리플릿을 전달하여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친환경 운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는 ‘마이세이프드라이빙’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친환경 

운전 점수를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활동: 나무심기 프로그램

삼성화재는 UNEP 한국위원회와 연중 환경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홈페

이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허니빈Point를 운영하여 고객들이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

나 이메일을 오픈 할 때 자동으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UNEP의 ‘나

무를 심어요! 지구를 위해’ 환경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어, 고객과 함께 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삼성화재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67% 이상이 참여하여 770여 

만원을 기부함으로써 지구촌 환경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   학교숲가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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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친환경 캠페인 활동 

삼성화재는 업무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여 삼성화재의 친

환경 활동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고자 노력합니다. 적극적인 환경 캠페인 활동을 실시

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과 함께하는 환경 경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임직원 참여형 환경 캠페인     ‘지구촌 불끄기 행사(Earth Hour)’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뜨거

워진 지구를 식혀주고 전세계 시민들의 친환경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가능한 모든 전등을 1시간 동안 소등하는 글로벌 환경캠페인입니다. 

삼성화재는 2010년부터 본 캠페인에 동참하여 2012년 3월 31일에는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

옥의 내·외관 조명을 소등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SMS를 발송하여 지구촌 불끄기 행사의 의의

를 되새기고 인터넷가입 고객 대상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하여 행사참여를 안내하는 등 기후변화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시민 참여형 녹색실천 행사     삼성화재는 2012년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서울 청계광

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참가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는 ‘지구를 위한 움

직임’을 슬로건으로 지구를 위한 시민들의 플래시 몹 참여, 환경 창작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볼

거리와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 캠페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장

에서는 머그컵 사용, 에코맘 가게,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의 녹색생활 실천 행사를 통해 참

가자들 모두가 지구와 환경을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삼성화재는 1979년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위험관리 전문조직인 삼성방재연구소를 설립

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 조사에도 힘쓰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검토 및 CDM 사업지원 컨설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등을 포함한 종합

위험관리(Total Risk Solution)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리스크 요인에 대한 예방활동과 사고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방재·탄소경영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여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리스

크 관리, 사고 예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프로그램

삼성화재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기상청 데이터와 정량적 

위험 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일일 기상정보와 위험 지수 제공 및 기후변화와 계절별 기상전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지진, 강풍,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 분

야의 전문가를 두어 자연재해 컨설팅을 실시, 지난 2011년에는 국내 제조사업장, 건설현장 등 

53건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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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 투자자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환경

      녹색경영 체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친환경 보험 상품•서비스

성과데이터

부록

친환경 상품·서비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선도적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날씨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손실을 보상하는 ‘날씨보

험’, 약정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Eco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등 환경 영향을 고

려한 보험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 특징 

전자약관

(Eco-e 약관)

보험계약자료 등을 이메일로 받을 경우 보험료 할인 및 친환경단체 기부

요일제 

자동차 보험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풍수해보험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시설 등의 피해 발생시 

복구비 보장

농작물 

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수, 벼 등) 피해 보상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자가 환경오염을 야기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신속한 

오염 복구 및 오염확대방지를 위한 재원 지원

날씨보험 기상이변에 따른 매출감소나 비용증가 등 보상

자전거보험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사고를 낸 경우 보상

Eco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를 계산해 약정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여 선 / 후 할인 

자동차 

중고부품 특약

재생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새 부품가액의 20%를 고객에게 돌려줌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감에 따라, 서비스망을 비

롯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전력 등과 컨소시움을 맺어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삼성화재는 지구 온난화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상 교육 추진, 손해사정 매뉴얼 개발 등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투자  

자산운용 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국내 환경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내부의 환경개선 활동에도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험 상품・서비스 

삼성화재는 업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보험상품·서비스를 제공하여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성과데이터

경제적성과 81

환경적성과 82

사회적성과 83



81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경제적성과

 환경적성과

 사회적성과

부록

경제적 성과

구분 세부항목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가치창출

주요 경제적 가치창출(At a glance)

성장성 원수보험료

억원

108,951 127,713 145,846

총자산 266,559 322,718 386,212

안정성 자기자본 49,403 66,219 76,950

RBC비율(지급여력비율) % 426.4 498.5 450.7 09년은 지급 여력비율 기준

수익성 당기순이익 억원 5,245 6,764 7,845

손해율 % 79.0 81.9 81.3

신용등급

S&P A+ A+ A+ 9년 연속

A.M. Best A+ A+ A++ 최고등급

지속가능한 경제적성과(Sustainability Performance)

친환경 보험상품 매출액
억원

32.9 213.3 1,004.5

사회적 보험상품 매출액 3.5 12.8 8,230.0

가치분배

채권자 이자비용

억원

16 45 47

임직원 급여 및 복지비용 5,673 5,754 5,649

정부 / 지방자치단체 국세 및 지방세 1,934 2,494 2,138

주주 배당금 1,397 1,747 1,749

지역사회 사회공헌지출액 253.69 255.90 253.92

      문화예술 27.82 48.19 37.74

      사회복지 147.87 151.19 165.55

      체육진흥 31.03 52.83 33.87

      학술교육 46.97 3.54 16.14

      환경보전 0.00 0.16 0.63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비중

% 4.8 3.8 3.2

*경제적 성과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FY’09년은 K-GAAP, FY’10, FY’11년은 K-IFRS 개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자비용은 재무재표상의 이자비용이며 FY’10년부터는 IFRS 제도도입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발생)

*급여 및 복지비용 : 급여+퇴직급여+재산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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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성과

구분 세부항목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환경성과

에너지

에너지사용량　 총 사용량

TJ

706 770 791

      직접 사용량(Scope1) 107 150 162

      간접 사용량(Scope2) 599 620 629

원단위 면적 대비 TJ / m2 0.002 0.002 0.002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총 배출량

tCO2e

38,638 40,393    41,584    

      직접 배출량(Scope1) 5,695 8,329       9,071           

      간접 배출량(Scope2) 30,943 32,064 32,513          

원단위 면적 대비 tCO2e / m
2 0.090 0.094 0.093

폐기물

발생량 Ton 1,131 1,278 1,007

재활용 비율 % 37 39 30

용수

사용량 Ton 393,043 306,621 344,812

용지

용지 구매량 복사용지 구매량
Ton

10,952 9,324 10,478

인쇄용지 구매량 3,343 3,215 3,131

환경보존 전자약관 가입건수

(Paperless 활동)

건 54 78,292 186,715

환경법규 위반

환경법규 위반여부 건 없음 없음 없음

* 국내 보유사옥 대상(총 32개)이며, 2011년 4월에는 영등포사옥이 신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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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과

구분 세부항목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임직원

채용 및 성과평가  

임직원 현황 임직원 현황

명

5,220 5,301 5,341

      정규직(임원포함) 4,988 5,020 4,986

      정규직(연봉직) 86 89 110

      비정규직 146 192 245

신규채용 직원채용 329 268 253

      경력자 채용 66 56 67

현지인 채용 해외 총 근무자 수 184 258 359

현지인 채용수 159 225 318

현지인 관리자 수 24 29 45

급여 임직원 1인 

평균 급여액

남자
백만원

93.82 92.12 102.82

여자 50.70 50.11 55.87

법정 최저임금대비 신입사원 

임금비율

% 271 295 299

기타 정식성과평가를 받은 직원 수 명 5,074 5,109 5,096 정규직 전원

근속년수 년 9.0 8.3 9.8

다양성

여성 여성 임직원 비율(정규직대상)

%

41.7 41.1 41.2

여성 관리직 비율(과장 이상) 4.9 6.6 7.1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1.38 1.53 2.19

국가보훈 국가 보훈자 고용율 1.49 1.48 1.49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

삼성화재 이해관계자

성과데이터

 경제적성과

 환경적성과

 사회적성과

부록

■30세 미만 직원

■30~50세 직원

■50세 이상 직원

26%

72%

[연령별 임직원 수]

2%

2011년 

■임원

■부장

■과장, 차장

■대리

■사원, 주임

■기타(연봉직, 운전, 계약)

 

36%

13%

40%

[직급별 임직원 수]

3%1%7%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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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임직원

임직원 역량강화

인재육성 인당 교육비 천원 1,394        1,588 2,165 

인당 교육 시간

시간

112 97 113

윤리경영 윤리·준법교육 시간 

(반부패 교육)

34,662 32,426 41,990

think NEXT 

e-공유가치 

인당 교육시간 

(인권, 환경, 지속가능경영 등)

20 20 20 온라인교육

수강 인원
명

4,672 4,890 4,884

고객만족 CS교육 수료 인원 16,023 13,043 18,760

복리후생 

건강관리 임직원 건강검진 참여율 % 91.4 90.9 94.4

건강검진(배우자 포함) 천원 1,164,604 1,793,018 3,696,904

취미반 운영 사내 취미반 수 개 36 35 39

사내 취미반 참여 인원 명 1,018 1,057 1,129

인권 및 노동

안전 / 보건 결근 및 손실일수 일 2,011 / 82 1,585 / 430 2,004 / 171

이직율 % 7.01 4.77 4.12 임원 포함

노동조합 평사원협의회 가입비율 % 100 100 100

보안교육 정식인권 교육을 받은 보안 

담당자 비율

%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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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고객

고객만족 고객 개인정보 위반건수 건 없음 없음 없음

24시간 내 고객불만 처리율 % 68.2 83.0 81.0 

국가고객만족도(NCSI) 점 72.0 72.0 73.0 

파트너

RC RC 현황 명 33,178 33,570 33,105 활동중인 표준RC기준

RC 1인당 교육비 천원 150 140 153

정비업체 정비업체 CS 교육 횟수 회 18 21 18 애니카출동자, 랜드점 대상

정비업체 CS 교육 수료인원 명 740 611 432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1인당 사회공헌활동 시간 시간 13.2 12.2 11.1

사회공헌 참여 임직원수 명 27,251 20,937 22,452 누적

투자자

투자자 미팅 건수 건 453 482 407

부패위험 분석 및 법률위반

부패위험 분석 대상 사업장 수 개 950 947 992 전 부서 

부패위험 분석 실시 사업장 비율 % 100 100 100

*2010년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초서류 등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및 조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1년 삼성화재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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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피드백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인은 바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이에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공개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하

여 신뢰받는 기업,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주・투자자

고객

임직원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는 압도적인 1위사로서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2020을 선포하는 등 국내 최고를 넘

어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에서도 인정받는 손보사로 거듭날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21세기에는 성장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의 균

형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향후

에도 주주 및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글로벌 기업 삼성화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고객감동의 기준, ‘내 일처럼’ 

고객패널제도 운영 및 상품개발 참여, 고객 중심의 소통 등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고객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보여주기 식이 아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삼성화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역시 고객만족도 1위 회사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고객에서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삼성화재가 되길 바랍니다. 

Exciting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웹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직원들과 공유되는 모습을 보며 삼성화재 직원을 대표하는 평사원협의

회 회장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평사원협의회의 더 많은 활동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직원 육성 및 인사, 복리후생제도 운영,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회사의 노력이 본 보고서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들을 위한 삼성화재의 노력들과 그에 대한 정보공개가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기대치를 함께 공감

하고 반영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평사원협의회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장 효 선 팀장

12기 고객패널

이 윤 주  고객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고 관 송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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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지역단 행복브랜치

임 상 수 RC

아이들과 미래 

송  자 이사장

고객을 위한 행복파트너!

삼성화재RC는 금융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보험 설계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해야 함을 알

고 있습니다. RC 업무지원 체계와 짜임새 있는 교육, 복리후생 및 보상 등 업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금융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삼성화

재의 다양한 노력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행복파트너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RC들과 주기적이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협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화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삼성화재 

RC들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따뜻한 보험! 따뜻한 삼성화재!

본 보고서를 읽고 나서 느끼는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등은 삼성화재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널리 인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화재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 드

립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사랑 받고, 존경 받는 삼성화재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환경경영,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험!

삼성화재는 환경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에너지 경영 방침 수립, 에너지경영시스템 ISO50001 인증 획득 등 체계적

인 녹색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co 마일리지자동차보험과 같은 녹색상품의 제공, 전자약관 활성화 등은 환경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

는 대표적인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임직원·고객·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친환경활동은 삼성화재의 환경경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

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임직원을 비롯한 삼성화재의 모든 이해관계

자들이 친환경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활동

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김 동 수 센터장

파트너RC

지역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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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검증 성명서

서문 

주식회사DNV인증원 (이하 “DNV”)은 삼성화재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보

고서 2010-2011 (이하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은 보고서

에 제시된 정보 관련 경영 프로세스, 보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는 삼성화재 보고서의 독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보고서에 실린 모든 

정보의 수집, 분석, 취합,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의 책임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따라, 계약 당사자에 국한됩니다. DNV는 본 검증성명서에 

기반하여, 내려진 (투자 등을 포함한) 제3자의 결정에 배상 책임이나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

적으로 표명합니다.

검증 범위

DNV 검증 업무는 2010-2011년도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DNV의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서에 기술된 2010-2011년 지속가능경영 방침, 목표 및 이니셔티브, 관행 및 성과. 삼

성화재 본사 차원의 검증

•    안전보건, 사회 및 환경 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련 프로세스 및 보고서에 제공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의 수집, 분석, 취합 및 보고와 관련된 툴

• 보고서 경계 및 내용 결정 프로세스

•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GRI G3.1) 및 금융

산업부가지표(Financial Service Sector Supplement)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보고서에 

반영된 정도 검토

•    AA1000 AS(2008)의 Type 1, 중간수준 검증의 요구사항에 따라 중요성, 포괄성 및 대응

성의 원칙이 적용된 정도. 보고서 정보의 신뢰성은 중간 수준의 보증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삼성화재의 보고 범위는 삼성화재 조직 및 활동에 한정됩니다.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삼성화재의 중요한 통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관련 데이터는 회계감사 기관

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삼성화재 내부 문서 및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대비하여 검증되었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는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내 전문가들을 통해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삼성화재 보고서 검증은 자격이 부여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

며, 2010년부터 2012년 보고서 검증 기간까지 독립성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삼성화재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검증 방법론

검증 활동은DNV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VeriSustainTM) 및 AA1000 AS 

(2008)에 따라 2012년 5월에 실시되었습니다. 검증결론은 아래의 활동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  경영대리인 및 담당자와 면담

•  서울에 위치한 삼성화재 본사 방문

•     DNV가 요청한 관련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 및 삼성화재가 제공한 관련 문서, 데이터 및 기

타 정보의 확인

•  보고서에 기술된 지속가능경영 관련 방침의 이행과 이의 감독을 위한 삼성화재의 메카니즘 검토

•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 방식, 성과 및 방침 준수 상태와 관련된 내부 의사소통자료 및 외부 

언론 보도 내용들의 검토

•    AA1000 AS(2008)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된 특정 데이터 및 정보의 평가, 지속가능성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분석.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 평가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표명된 

지속가능성 성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완전성과 정확성의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통합, 분석 및 내부 품질 관리 그리고 보고에 적용된 방법, 관행 및 

툴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DNV의 평가는 상위 수준의 경향분석, 과거 보고서와 달라진 성과

의 식별 및 변경 내용, 데이터 추적성 검토, 데이터 흐름상의 개별 단계에서의 기록 확인등

을 포함합니다.

•  보고서를 GRI G3.1의 원칙에 대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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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결 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는 2010-2011년도 보고서가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 전

략, 경영시스템 및 성과를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 활동을 통해 

DNV는 보고서가 GRI G3.1 및 AA1000AS(2008) 중간수준 보증(Moderate Level of 

Assurance), Type 1 검증의 원칙, 내용 및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

고 원칙의 채택 및 특정 성과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성명서는 삼성

화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0-2011 전자본(PDF Version)에만 적용됩니다.

보고 원칙의 준수 정도와 관련하여, 검증팀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AA1000 Principles>

포괄성 및 대응성_  삼성화재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

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및 이해관계자 리서치 결과가 자세히 보고 되고 있습

니다. 보고서에는 주주 / 투자자, 고객, 임직원, 파트너 및 지역사회의 5개 이해관계자 그룹이 

파악되어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선정 사유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

해관계자의 견해, 관심사항 및 기대사항은 보고서를 준비하고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을 체계

화하는데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 대응성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삼성

화재는 각각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측정하는 좀더 효과적

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요성_ 보고서는 삼성화재의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이해관계자들에 관련성이 높은 이

슈들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활동 및 성과들을 공정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

여 식별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동종업계 및 국제적 보험업종 initiative

그리고, GRI 금융서비스 부가지표 등에서 파악한 중요한 이슈들이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에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원칙>

신뢰성_ AA1000AS(2008)에 따라 검증된 데이터 및 정보에서 중요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

습니다.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는 성과의 연대기적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년도 

보고서상에 제시된 목표의 달성도에 대해 성과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전성_ 삼성화재에서 정의한 보고 범위 및 경계는 삼성화재의 중요한 이슈와 활동, 그리고 이

해관계자들과 가장 관련있는 이슈와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와 정보에서 중요

한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으로부터의 보고 부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기

울여 져야 합니다.

중립성_ 보고서는 삼성화재의 접근 방식 및 2010-2011년도 성과를 공정하고 균형잡힌 형태

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다음은 삼성화재 경영진에 제공된 관찰 및 개선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들은 보고서

에 대한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공됩니다.

•     문서화된 절차서 등을 통해 보고서 발행을 위한 주요 프로세스(데이터 취합, 분석, 보고서 

편집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는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내부 검증을 실시 할 것

•    새롭게 진행되는 해외사업이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

가능경영 프로세스 및 관행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것

•    본사차원의 지속가능성 성과데이터 관리는 신뢰할만함. 자회사 및 지사, 해외 사업으로부터

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할 것

2012년 6월 대한민국

기술검토자

Jayaram Santhosh

대표이사 원장

안인균

검증팀장

곽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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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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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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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3.1 & ISO 26000 지표

GRI 3.1 ISO 26000 pAGE 보고율 비고

비전 및 전략

1.1 최고 경영진(CEO)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선언문
6.2 5-6

●

1.2 주요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기술 ●

조직프로필

2.1 기관명

6.2

7 ●

2.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0 ●

2.3 조직 구조 8 ●

2.4 본사 사업장 소재지 7 ●

2.5 해외 사업장 소재지 36-38 ●

2.6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8 ●

2.7 활동 시장 7, 36-38 ●

2.8 조직의 규모 7 ●

2.9 조직 또는 소유 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22, 37 ●

2.10 수상 내역 98 ●

보고매개변수

3.1 보고 대상기간

7.5.3

2 ●

3.2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2 ●

3.3 보고주기 2 ●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2 ●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14, 20 ●

3.6 보고 범위 2 ●

3.7 보고 범위 제한요소 2 ●

3.8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 기준 2 ●

3.9 성과 지표 등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2 ●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N/A ● 변화 없음

3.11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상의 큰 변화 2 ●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93-96 ●

3.13 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89-90 ●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6.2

23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23 ●

4.3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 23 ●

4.4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매커니즘 23 ●

4.5 이사회 구성원, 임원 등에 대한 보상 24 ●

4.6 이사회내의 이해 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24 ●

4.7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24 ●

4.8 미션 / 핵심가치 및 행동원칙 8-9 ●

4.9 이사회가 경제 / 환경 / 사회성과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24 ●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23 ●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30-31 ●

4.12 경제 / 환경 / 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98 ●

4.13 협회 및 국가별 / 국제적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99 ●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3 ●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13-14 ●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13-15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16-20 ●

● :  완전보고    ◐ : 부분보고    ○ : 미보고    N/A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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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1 & ISO 26000 지표

GRI 3.1 ISO 26000 pAGE 보고율 비고

경제 성과 지표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6.8/ 6.8.3/ 6.8.7/ 6.8.9 40-41 ●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6.5.5

79 ●

EC3 연금지원 범위 59 ●

EC4 정부보조금 수혜 실적 - ● 수혜실적 없음

EC5 주요사업장의 현지 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83 ●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6.3.7/ 6.4.4/ 6.8 - ● 현지 구매 활동 없음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6.8/ 6.8.5/ 6.8.7 52,83 ●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효과 6.3.9/ 6.8/ 6.8.3/ 6.8.4/ 6.8.5/ 6.8.6/ 6.8.7/ 
6.8.9

41,71-72 ●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6.3.9/ 6.6.6/ 6.6.7/ 6.7.8/ 6.8/ 6.8.5/ 6.8.6/ 
6.8.7/ 6.8.9

41 ●

환경 성과 지표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6.5/ 6.5.4

82 ●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75  ◐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82 ●

EN4 2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82 ●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82 ●

EN6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제품 / 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76, 77  ◐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76 ●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82 ●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N/A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N/A 영향받는 지역 없음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 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6.5/ 6.5.6

- N/A 영향받는 지역 없음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N/A 영향받는 지역 없음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N/A 관련지역 없음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6.5/ 6.5.6/ 6.8.3 - N/A 관련지역 없음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지정 멸종 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6.5/ 6.5.6 - N/A 관련 사업장 없음

EN16 직·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6.5/ 6.5.5

82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82  ◐ 관리 데이터 없음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76~78  ◐ 온실가스 감축 
업무활동을 추진중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N/A 오존층 파괴물질 없음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 N/A 주요 대기 오염물질 없음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N/A 산업특성상 관련없음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N/A 산업특성상 관련없음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N/A 유출사례 없음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Ⅰ,Ⅱ, Ⅲ, Ⅷ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 / 반입 / 반출 / 처리량 - N/A 해외반출사례 없음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6.5/ 6.5.3/ 6.5.4/ 6.5.6 - N/A 형향받는 수역, 
서식지 없음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6.5/ 6.5.4/ 6.6.6/ 6.7.5 79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6.5/ 6.5.3/ 6.5.4/ 6.7.5 - N/A 산업 특성상 관련없음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6.5 - ● 위반사항 없음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6.5/ 6.5.4/ 6.6.6 76  ◐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5 77~79  ◐

● :  완전보고    ◐ : 부분보고    ○ : 미보고    N/A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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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1 & ISO 26000 지표

GRI 3.1 ISO 26000 pAGE 보고율 비고

노동 성과 지표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6.4/ 6.4.3

83  ◐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84  ◐

LA3 임시직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6.4/ 6.4.3/ 6.4.4 57, 58 ●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6.4/ 6.4.3/ 6.4.4/ 6.4.5/ 6.3.10 56  ◐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6.4/ 6.4.3/ 6.4.4/ 6.4.5 56 ●

LA6 노사 공동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6.4/ 6.4.6

- ● 100% 
(평사원협의회와 동수)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 84 ●

LA8 직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6.4/ 6.4.6/ 6.8/ 6.8.3/ 6.8.4/ 6.8.8 84 ●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6.4/ 6.4.6 58,59 ●

LA10 직원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6.4/ 6.4.7 84 ●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6.4/ 6.4.7/ 6.8.5 53 ●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6.4/ 6.4.7 53, 54 ●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6.3.7/ 6.3.10/ 6.4/6.4.3 83 ●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6.3.7/ 6.3.10/ 6.4/ 6.4.3/ 6.4.4 83 ●

LA15 성별에 따른 출산휴가 이후 업무복귀율 및 유지율 6.4/ 6.4.4 59 ●

인권 성과 지표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6.3/ 6.3.3/ 6.3.5/ 6.6.6 25-27,56  ◐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6.3/ 6.3.3/ 6.3.5/ 6.4.3/ 6.6.6 25-27,56 ●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이수(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6.3/ 6.3.5 27 ●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6.3/ 6.3.6/ 6.3.7/ 6.3.10/ 6.4.3 - ● 차별건수 없음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 6.3/ 6.3.3/ 6.3.4/ 6.3.5/ 6.3.8/ 6.3.10/ 
6.4.3/ 6.4.5

- ● 평사원협의회를 
통해 노사협의 진행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3/ 6.3.3/ 6.3.4/ 6.3.5/ 6.3.7/ 6.3.10/ 6.6.6

56 ●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56 ●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6.3/ 6.3.5/ 6.4.3/ 6.6.6 84 ●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6.3/ 6.3.6/ 6.3.7/ 6.3.8/ 6.6.7 - N/A 해당사항 없음

HR10 인권 감독 및 영향평가 실시 사업 비율 및 수 6.3/ 6.3.3/ 6.3.4/ 6.3.5 - ○

HR11 공식적인 고충처리 체계를 통한 인권 관련 소송 / 대응 / 해결된 불만제기 수 6.3/ 6.3.6 56,59  ◐

사회 성과 지표

SO1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6.3.9/ 6.8/ 6.8.3/ 6.8.9 69,70  ◐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6.6/ 6.6.3

85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26 ●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85 ●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상,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6.6/ 6.6.4/ 6.8.3

- ● 해당사항 없음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 / 현물기부총액 - ● 내부 정책상 금지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6.6/ 6.6.5/ 6.6.7 - ● 제제 건수 없음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6.6/ 6.6.3/ 6.6.7/ 6.8.7 85 ●

SO9 지역사회에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6.3.9/ 6.5.3/ 6.5.6/ 6.8

- N/A 해당사항 없음

SO10 지역사회에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예방 및 저감활동 66~68  ◐

● :  완전보고    ◐ : 부분보고    ○ : 미보고    N/A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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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1 & ISO 26000 지표

GRI 3.1 ISO 26000 pAGE 보고율 비고

제품책임 성과 지표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사이클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6.3.9/ 6.6.6/ 6.7/ 6.7.4/ 6.7.5

45 ●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46  ◐ 위반사례 없음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6.7/ 6.7.3/ 6.7.4/ 6.7.5/ 6.7.6/ 6.7.9

7, 10 ●

PR4 제품 /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45 ● 위반사례 없음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6.7/ 6.7.3/ 6.7.6/6.7.9 48, 49 ●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6.7/ 6.7.3/ 6.7.6/6.7.9

45 ●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규칙 위반 건수 45 ● 위반사례 없음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6.7/ 6.7.7 49 ● 불만건수 없음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6.7/ 6.7.6 45 ● 법규 위반 사례 없음

금융서비스 기관 성과 지표

FS1 사업분야에 적용되는 특정한 환경사회적 구성요소에 관한 정책 79 ●

FS2 사업분야의 환경, 사회적 리스크 평가 및 심사 절차 45, 73 ●

FS3 계약 또는 거래시 고객의 환경,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이행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 과정 45 ●

FS4 사업분야의 환경, 사회적 정책 및 절차 이행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과정 44 ●

FS5 환경, 사회적 위험 및 기회요소에 관련된 고객 / 투자가 / 사업파트너와의 상호작용 79, 81 ●

FS6 특정 지역, 크기(소 / 중 / 대), 산업별 사업분야의 포트폴리오 비율 81, 36-38 ●

FS7 목적별로 세분화된 각 사업분야에 특정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품 및 서비스의 화폐가치 73, 79  ◐

FS8 목적별로 세분화된 각 사업분야에 특정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품 및 서비스의 화폐가치 79  ◐

FS9 환경, 사회적 정책 이행과 리스크 평가 과정을 평가하는 감사의 적용범위 및 빈도 30-31  ◐

FS10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편입 기업 중 환경, 사회적 이슈의 영향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 / 수 - ○

FS11 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으로 환경, 사회적 심사를 받는 자산의 비율 - ○

FS12 보고기관이 의사결정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범주 내에서 환경,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주 의사결정 방침 23-24  ◐

FS13 인구가 적거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형태별 중계점(access points) 73  ◐

FS14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73 ●

FS15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공정한 설계 및 판매에 대한 정책 45 ●

FS16 수혜자 형태별 금융 지식(교육)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72 ●

● :  완전보고    ◐ : 부분보고    ○ : 미보고    N/A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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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삼성화재 주요 활동 해당 페이지

제1절.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 운영

 - 조직 거버넌스의 원칙 경영원칙, 중장기 비전 및 전략 8

 - 조직 거버넌스의 운영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지속가능경영 체계 11-12, 23-24

제2절.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 원칙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고객만족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고객 안전 보장 43 45 50

 - 공정한 영업활동 완전판매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건전한 보험계약 문화 정립 25-26, 62

 - 소비자 정보보호 전자금융법 준수,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50

 - 소비자 분쟁해결 VOC 수집 및 고객만족도 평가, 고객접점 서비스 47

 - 소비자 교육 이우시랑, 24*365 체계 점검서비스, RC교육 등 46

제3절. 공정한 경영

 - 공정한 경영에 대한 원칙 윤리경영 전략 및 비전 25-26

 - 반부패
공정거래 내부감시 기구 운영, 내부통제시스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7-28

 - 공정경쟁

 - 재산권 존중 완전판매 준수,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 실시 26, 62

제4절. 노동의 질적 향상

 -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원칙 우수 인재 선발 및 양성, 소통 경영의 확산, 일과 삶의 조화 52-54

 - 건전한 고용관계 취업규칙, 공정한 채용시스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준수 56

 -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평사원협의회 운영, 소통경영  56

제5절.  인권 보호

 - 인권보호의 원칙 평사원협의회, 노사간 신뢰구축 56

 - 주의 의무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취업규칙 준수 56

 - 인권침해 연루회피 노동법규 준수, 보험계약 및 취업 가이드라인 56

 - 차별금지와 취약계층 보호 취업규칙 및 국제노동기구(ILO) 준수, 가족친화경영 56-57

제6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의 기여

 - 지역사회 참여 등의 원칙 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 및 임직원 나눔 활동 66-68

 - 지역사회 참여 애니카봉사단 71

 - 교육과 문화 증진 장학사업, 문화재지킴이, 아마추어스포츠 지원사업 등 70

 -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 재능나눔 72

 - 지역사회 투자 농촌결연사업,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지원 등 67, 69

제7절.  친환경 경영

 - 친환경 경영의 원칙 환경·에너지경영 방침 수립,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친환경 보험상품•서비스 실시 74-76, 79

 - 환경오염 예방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임직원 환경교육, Eco Office 활동 77

 - 기후변화의 완화 노력 및 대응 환경 사회공헌활동, 자연재해 예방프로그램 78

 - 녹색금융정책 운영 친환경 보험 상품·서비스 79

삼성화재는 2011년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대해나가

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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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관련 수상현황

구분 수상명 주관

지속가능경영 / CSR 아시아지속가능금융賞 보험부문 ‘최고선진보험사’ 아시아지속가능투자협회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Korea 3년 연속 편입 한국생산성본부

탄소경영 산업리더 CDP한국위원회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종합대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손해보험산업 지속가능지수 3회 연속 1위 경향신문 ERISS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여성가족부

‘삼성화재행복드림봉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2011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한국소비자학회 / 동아일보

경영 / 재무 A.M. Best 평가체계상 최고등급 A++ 획득 A.M. Best

S&P 신용등급평가 9년 연속 A+ 획득 S&P 

Annual Report 금상 수상 Astrid Award

CS / 고객만족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

고객만족도(KCSI) 1위

한국능률협회

한국의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고객추천지수(KNPS)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부문 1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손해보험부문 1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All Star선정

브랜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손해보험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손해보험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PBI) 자동차보험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

인터넷 서비스 2011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사)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협회

2012 Web Award Korea Nominee
(사)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협회, 웹어워드위원회

2012 Web Award Korea Excellent

인터넷서비스대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전자사보) 한국사보협회 

개인정보보호(ePRIVACY) 우수 사이트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사이트안전(i-Safe) 우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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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관련 협회 가입현황

단체명  설립목적 가입년도

금융법학회 금융관련 법제연구 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간 의견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 1984

한국경제연구원 경제 및 산업동향에 대한 연구 1984

한국계리학회 보험계리연구 2010

세계미래포럼 미래지식 수급, 미래경영 교육 및 컨설팅 2010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의 공통현안에 대한 대응 1952

윤리경영포럼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례 공유 및 지속가능경영 공동 연구 2003

한국경쟁법학회 공정거래 관련법 연구 200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원리 확산과 기업의 공정거래역량강화 지원,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정부·업계간 교량 역할을 수행 1995

한국보험법학회 보험학 연구 2006

한국보험학회 보험법 연구 196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의 의견 교환 및 권익보호 1975

한국안전기관전문협의회 안전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안전기술 개발 2008

한국화재소방학회 화재, 화재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안전기술 개발 2001

화재보험협회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1973

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2010

UNEP F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2010

RCAR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Research Council for Automobile Repairs) 

자동차 안전성의 개선 및 수리기술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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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연혁

1952.  01.  26  안보화재해상재보험주식회사 설립

1963.  01.  31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흡수 합병

1963.  03.  02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75.  06.  01  기업 공개

1978. 05. 25   런던 사무소 개설 

1979. 02. 04   위험관리연구소 설립 

1983.  10.  01  자동차보험 판매 실시

1985.  09.  01  뉴욕사무소 개설

1987.  10.  17  본사 사옥 준공

1988. 03. 14   평사원협의회 탄생

1990.  04.  01  미국뉴욕지점 개설

1993.  12.  06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94.  01.  10  일본 동경 사무소 개설

1994.  05.  09  유성연수원 개원

1994.  10.  20  삼성화재 사회봉사단 발대

1995.  04.  20  중국 북경 사무소 개설

1995.  07.  15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설

1995.  11.  11   삼성화재 배구단 창단

1996.  06.  17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선수권 대회 창설

1996.  08.  27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설

1997.  02. 18   인도네시아법인 설립

1998.  10.  15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식회사 설립

2001.  04.  26  중국 상해지점 개설

2001.  07.  24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설립

2002.  01.  18  ‘삼성화재 윤리경영 원년’ 선포

2002.  01.  26  창립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막

2002.  04.  02  자동차보험 대표브랜드 ‘삼성애니카’ 출시

2002. 05. 28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 설립

2003.  03.  26   공정거래협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선정

2003.  08.  27   베트남 합작법인 ‘삼성비나보험’ 설립

2003.  09.  30  중국 청도 사무소 개설

2003.  12.  30   중국 태평양재산보험공사(CPIC)와 MOU 체결

2005.  02.  03 삼성방재연구소 확대 개편

2005.  06.  01  업계 최초 ‘고객패널제도’ 도입

2005.  06.  23   삼성화재해상보험(중국)유한공사 단독법인 세계 최초로 설립

2005.  07.  01  ‘500원의 희망선물’ 캠페인 전개

2005.  09.  30  장기보험 대표브랜드 ‘올라이프’ 출시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2005s

2006s~ 현재 2006.  07.  27  중국법인 북경지점 개설

2006.  10.  20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

2006.  11.  27  네온 조형물 ‘메트로 폴 50’ 점등식

2006.  11.  29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2006.  12.  01  ‘장애인 인권상’ 수상 

2006.  12.  12  장애인 먼저 실천상 ‘대통령상’ 수상

2006.  12.  20  디지털 지식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

2007.  01.  09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

2007.  01.  18   포브스(Forbes) 선정 ‘아시아·태평양 50대 우량기업’ 선정

2007.  12.  21  중국법인 심천지점 개설

2008.  07.  10  중국법인 소주지점 개설

2008.  11.  20  업계 최초 FP센터 오픈

2008.  12.  12  싱가포르 사무소 개설

2009.  01.  15  중국법인 청도지점 개설

2009.  03.  03  인터넷자동차보험 ‘마이애니카’ 판매 개시

2009.  04.  23  인도사무소 개설

2009.  07.  01  애니홈 종합보험 출시

2009.  09.  15  브라질 법인 개설

2010.  04.  16  500원의 희망선물 100호점 입주식

2010.  06.  21  중국 화태보험사와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

2010. 06. 29 위기관리 국제인증 (BCM) 획득

2010.  07.  14  해피스쿨 1호 기증식

2010.  11.  17  ’24HOURS 센터’ 오픈

2010.  12.  19  두바이 중아사무소 오픈

2011.  03.  30  유럽 법인 설립

2011.  06.  23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헌정

2011.  06.  23  미국관리법인 설립

2011.  09.  26  중국법인 천진지점 설립

2011.  09.  28  아시아 지속가능금융상 보험부문 수상

2011.  11.  21  A.M. Best 신용등급 A++(최고등급) 획득

2011.  12.  09  싱가포르법인 설립

2011.  12.  15  미국관리회사 설립

2011.  12.  23  S&P 신용등급 9년 연속 A+ 획득

2012.  02.  07  김창수 대표이사 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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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패널 제도 고객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고객의 소리를 능동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고객참여경영’의 실현을 위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도입됨.

미스터리 쇼핑 조사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하고 매장에 방문해 고객의 입장에서 직원의 서비스 수준 혹은 현장의 서비스 개선점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비상위험준비금 책임준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및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한 금액.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사용함.

완전판매 계약 체결 시 ‘3대 기본 지키기’인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 상품내용 설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함.

평사원협의회 삼성화재의 직원대표기구로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회사발전을 위해 운영되며 사원급 이하 전 직원으로 구성, 

2011년부터는 간부까지 확대되었음.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사용자가 책임지는 퇴직연금제도

AA1000AS 지속가능성 수행과 보고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 소재한 비영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 의해 개발된 검증표준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 자산부채종합관리)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금리, 환율 및 유동성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리기법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위기상황관리시스템)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 등이 발생해 회사 업무가 중단될 경우, 제한된 시간 내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능을 신속하게 재개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관리시스템

CDC

(Career Development Center : 경력개발센터)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창업지원이나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퇴직지원프로그램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 각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탄소배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설문형식으로 

요청하는 전세계 금융 / 투자 기관의 글로벌 프로젝트

CoP

(Community of Practice : 학습공동체)

조직 내 특정지식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의 모임. 삼성화재는 능력개발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CoP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적인 현장학습의 장을 통해 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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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AM, 금융정보 제공기관 다우존스가 개발한 우량기업 주가지수. 지배구조, 사회공헌도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해 우량기업을 선정하고, DJSI World, DJSI Asia pacific, DJSI Korea 등 지역별 지수로 발표함.

ERISS Sustainability Index ERISS(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계량화 

지수’와 ‘명성 지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지속가능경영지수 중 하나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 리스크관리 체계)

기업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경영 위험들을 전사적인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 방식. 전사 리스크의 책임 주체를 

중심으로 각 부문의 위험관리가 통합되는 형태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 역량개발제도)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지원하여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적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통일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보고 시스템과 감독 

법규 및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함.

ISO26000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11월 1일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한 업무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분야로 구성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 핵심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지표

KRX SRI Index

(Korea Exchang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dex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기업지배구조센터의 평가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여겨지는 우수기업 70개 종목을 선정해 산출한 국내 최초의 사회책임투자지수

RC

(Risk Consultant : 리스크컨설턴트)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명칭으로, 고객의 신체, 재산, 재정적 위험을 컨설팅해주는 보장 전문 설계사이자 금융과 세금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재무설계 전문가인 금융 종합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함.

Solvency II 유로존 국가에 소재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회사의 자본 지급여력을 높이는 등 고객보호와 재무건정성을 

위해 도입

VOC

(Voice of Customer : 고객의 소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고객이 기업들에 제기하는 문의, 불만, 제안 등의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표화하고 평가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고객관리시스템 



100-78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9 (을지로1가 87번지) 삼성화재빌딩

  

www.samsungf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