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할수록
더 밝게 빛을 내는 희망처럼, 

국민의 든든한
평생 희망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INSPIRATION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1959년 범한해상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이래

럭키화재, LG화재, LIG손해보험을 거쳐, 고객이 안전한 삶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심과 희망을 제공해 온 우리나라 대표 손해보험사입니다. 

KB손해보험이 59년 동안 우리나라 대표 손해보험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회사 임직원과 영업가족들의 저력을 믿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리며, KB손해보험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더욱 정성 어린 마음으로 고객을 섬길 것을 약속 드립니다. 

KB손해보험이 속한 KB금융그룹은

국내 최대 고객 기반과 지점망을 갖춘 종합 금융그룹입니다. 

KB손해보험은 재무적 안정성을 한 층 두터이 하는 한편,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밝게 빛을 내는 희망처럼, 

KB손해보험은 국민 모두의 든든한 희망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                                         KB손해보험



HISTORY                                           KB손해보험

Section 1.

KB손해보험, 별을 쏘다

1959년 ‘범한해상’을 시작으로 올해 창립 59주년을 맞은

KB손해보험은 국내 대표 손해보험사입니다.

세계적인 보험 전문 평가기관인 미국 ‘A.M. Best’사로부터

재무와 경영 상태가 탁월함을 의미하는 ‘A-’등급

(A-, Excellent)을 13년 연속 획득하고, 

2017년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2년 만에 ‘A’로 한 등급

상향되며 명실상부한 초우량 보험사임을 입증 받았습니다.

또한, 금융·경영·고객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수상을

함으로써 손해보험사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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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능률협회주관 한국경영대상 혁신경영 부문 대상

제7차 대한민국 e금융상 금상

제6회 한국마케팅프론티어 기업이미지 부문 대상

2009 지속가능경영대상 사회공헌 부문 대상

2009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한국능률협회주관 고객의 소리를 우선하는 기업(VOC-MS) AAA 인증

제35회 국가생산성대회 국가생산성대상 종합 부문 수상

희망플러스자녀보험 금융감독원 추천 우수 금융 신상품 최우수상

2013 금융증권대상 금융정보화 부문 대상

제19회 보험대상 고객서비스 부문 대상

제5회 리스크매니저어워즈 손해보험 부문 최우수상

제3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손해보험 부문 최우수상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1위 인증 (표준협회)

금융소비자원 선정 올해의 금융소비자보호대상

한국표준협회주관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3개월)

제21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설립

KB The드림365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6개월)

제6회 모바일브랜드대상 손해보험 부문 대상 (KB매직카다이렉트 어플리케이션)

업계 최초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 보험상품 특허 획득

중앙일보 '2017고객사랑브랜드대상 자녀보험 부문 수상 (6년 연속)

A.M.  Best 신용평가 ‘A’등급 획득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3개월)

업계 최초 e-Book 형식 ‘KB스마트안내문’ 서비스 오픈

제10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기업부문 대상 수상 (6년 연속)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2년 연속)

업계 최초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 상품안내 통영상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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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1등 회사

KB손해보험은
59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1등 회사를 향해
나아갑니다.

1959년 창립 이래
성장기, 발전기, 전환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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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기
2015~현재

2015.06  KB금융그룹 편입, KB손해보험 출범
2016.12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설립
2017.07  A.M. Best 신용평가 ‘A’등급 획득

KB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심볼마크는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KB금융그룹의 기업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번영과 성장을 향한 의지를 반영한 Star-b 심볼처럼

KB손해보험은 고객·주주·임직원·영업가족·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며, 고객선호도 1위 보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99.11

2000.01

2000.01

2005.02

2006.04

2008.01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정보통신사업부 선정 기업정보화 30대 우수기업

새로운 CI와 새천년 비전 선포

업계 최초 보험금지급 시스템 개발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사명 변경 및 CI 선포식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 도입 선포

전환기 1999~2015

2010.11

2012.02

2013.04

2014.01

2014.07

업계 최초 보험사기위험심사시스템 개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브랜드 ‘매직카24’ 런칭

LIG매직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출시

업계 최초 NFC 택시안심서비스 오픈

중국 광동성에 새 지점 개설

창립기 1959~1970 성장기 1970~1983 발전기 1983~1997

1959.01

1967.03

범한해상보험 주식회사 창립

자동차보험 인가

1970.04

1976.06

1978.05

럭키금성그룹 인수

기업공개

런던주재사무소 개설

1988.06

1995.06

1996.03

1997.09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상호변경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상호변경

업계최초 매직카서비스 실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영업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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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손해보험사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

KB손해보험이 합류함으로써 KB금융그룹은

금융서비스 전 영역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금융그룹으로의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전국에 3개의 법인영업본부, 

7개의 개인영업본부가 있으며 개인영업본부

산하에 40개의 지역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글로벌화에 대응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법인 및

LA, 하노이, 호치민 사무소 등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 미국법인, 중국법인, 인도네시아법인

사무소 LA사무소, 호치민사무소, 하노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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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선호도
1위 보험사

고객지향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일과 의사를 결정

변화주도
변화를 거부하거나
추종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으로 변화를 주도

프로의식
업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

투명성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경영

소통과 협업
모든 관계자와
항상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

안심과 희망

KB손해보험은 ‘고객이 안전한 삶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심과 희망을 제공한다’를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주주·임직원·영업가족·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며, 

최적의 위험 보장과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선호도 1위 보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 고객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회사.

둘,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회사.

셋,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

넷, 영업가족(파트너)의 성공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회사.

다섯,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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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KB손해보험, 희망을 쏘다

1
직원 수

3,161명

2
자산총계

31조 5,381억 원

운용자산

25조 1,143억 원

기타자산

6조 4,238억 원

3
매출총계

9조 7,237억 원

(2017년 12월 기준)

장기보험

6조 7,087억 원 69.0%

자동차보험

2조 985억 원 21.6%

일반보험

9,165억 원 9.4%

고객선호도 1위 보험사를 향해

KB손해보험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 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며, 

고객, 임직원, 파트너에게 최고의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는 1등 손해보험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7년 7월 ‘A.M. Best’사는 13년 연속

‘A-(Excellent)’로 유지하던 KB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 평가듭급을 ‘A’ 로 상향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Excellent 등급은 탁월한 재무건전성, 높은 수익성, 뛰어난 사업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지속적인 보험금 지급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회사에게 부여되는 등급.

*’A.M.Best’는 세계적인 보험전문 신용평가 기관으로 1899년 세계 최초로 보험사 등급을 시작해 현재 전 세계 6,000여 개 보험사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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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생활・안전
행복・건강・자산 지킴이

KB손해보험은 고객의 생활, 안전, 행복, 건강,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상품은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기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매직카’는

자동차보험 대표 긴급출동 서비스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상품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기업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 II

KB The드림매직카상해보험

KB The드림치아보험

KB The드림아이좋은자녀보험

KB자동차보험

희망플러스자녀할인특약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마일리지할인특약

기업번창종합보험

화재보험

적하보험

배상책임보험



국내최초
긴급출동
서비스

검사대행
차량진단
서비스

365일
24시간
보상서비스

전국 460개
매직카
서비스점

SERVICE                                            KB손해보험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서비스

KB손해보험 매직카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 사고 접수부터 사고 처리 완료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65일 24시간 사고 접수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대인보상부 10개, 대물보상부 11개)하고, 

안심콜, 원스톱 보상 등 고객의 편의를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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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자산 2) 운용자산 규모 및 수익률

총자산(자본+부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총자산 31조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자산운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도에는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자산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5,213천명 5,453천명 5,719천명 6,028천명

2013 2014 2015 2016 2017

138

4,835

1,960

6,34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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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고객수

장기보험과자동차보험의고객수증가에따라전체보유고객수가증가하고있습니다. 2013년고객수 398만명이었던장기보

험은 2017년 484만명으로, 자동차보험고객은 153만명에서 196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인고객기준, 중복제외)



9,724천건 10,094천건 10,442천건 10,917천건 11,498천건

2013 2014 2015 2016 2017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7,710

2,766

1,022

7,331

3,340

982

6,955

3,128

1,024

6,724

3,156

910

5,959

2,944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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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계약건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등모든보험의종류별 보유계약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그결과 2013년약 970만건이었던계약건수가 2017년에는약 1,150만건으로늘었습니다.



328억원

17.8%

356억

19.4%

285억 284억

15.5%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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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보험시장점유율

현재장기인보험시장점유율은 13% 이상

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GA 장기인보험시장에서의점유율은 17.8%를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

2013

2017

13.4%

14.1%

13.1%



2017

2016

2015

3,493억 원

2,412억원

1,467억원
64% 증가

45% 증가

2017

2016

2015

12.5%

12.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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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

자동차보험은매년 12%이상의

시장점유율을꾸준히유지하고있습니다.

KB매직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비약적인성장세를

보이며전년대비 45%의성장률을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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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KB손해보험, 사랑을 쏘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나눔 경영

KB손해보험은 ‘국민의평생희망파트너’가 되기위해브랜드전달가치인

‘희망’을 사회공헌활동과접목해체계적인나눔경영을실천하고있습니다. 

우리사회에희망을점차더해나가자는취지아래전국 183개봉사팀으로구성된 KB스타드림봉사단을주축으로

아동주거환경개선, 의료비지원, 교통사고유자녀대상장학금지원등

미래의희망인어린이의복지와삶의질향상을위해꾸준히노력하고있습니다.

KB스타드림봉사단 KB희망나눔기금

KB스타드림봉사단은임직원과 영업가족으로구성된 183개봉사팀이매월

전국 방방곡곡에서우리 사회 상처받고소외된 이웃과희망을함께 합니다. 

매년 5월가정의 달과 12월연말에 희망봉사한마당을통해 1인 1봉사를꾸준히실천하며,

다양한테마봉사활동및 적십자사와연계해 전국 12개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지역 내 아동을위한 제빵, 제면활동을 실시하고있습니다.

2007년 9월, 임직원이급여에서 자율적으로기부한기금만큼회사가 동일한

금액을추가 기부하는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KB희망나눔기금을조성했습니다. 

현재 전 직원의 80% 이상이기부에 참여하고있으며, 해당기금은 소외된

아동을위한 사업인 <KB희망의집 짓기>, <척추측만증환아지원사업>, 

<다문화아동경제캠프>의재원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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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핵심 사회공헌사업

희망의
집짓기

척추측만증
환아지원

교통사고
유자녀지원

희망의집짓기사업은주거환경이

열악한아동의가정에새로운보금자리를

선물하는해비타트사업으로, 

2005년부터 13년째지속적인후원을통해

총 39채의희망의집을완공했습니다. 

대상가정에주거환경을개선해줄뿐만아니라

매년임직원봉사단이방문해생필품과

난방비를지원하는등아동이건강하게

성장하도록지속해서후원하고있습니다.

2007년 9월부터추진해온척추측만증환아

지원사업은난치성질환인척추측만증을

겪고있는저소득가정아동을대상으로

수술비와의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총 222명의아동에게

새희망을선물했습니다. 수술비지원사업

외에도한국척추측만증재단과함께매년

척추무료검진및척추질환예방강좌를

마련해척추측만증조기발견및예방에도

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보험회사본업과연계된

사회공헌을통해기업의사회적책임을

수행하고자 2005년부터교통사고유자녀

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부모의교통사고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

겪는아동을대상으로장학금을지원할뿐만

아니라서울지역에있는유자녀를대상으로

임직원과함께하는멘토링스쿨을열어

정서적지원에도힘쓰고있습니다.



라이트 No. 1 이강원 센터 No. 9 이선규 세터 No. 20 황택의

KB스타즈 배구단은
철도국-체신부-금성통신-금성-럭키화재-LG화재-LIG손해보험-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으로 이어져 온 한국 최고의 명문구단의 혈통을 잇고 있습니다.
해방에서 현재까지 기나긴 세월을 관류해 오면서

KB배구단은 한국성인배구의 적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오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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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메세나 활동을 위한
문화 브랜드

KB아트홀은 KB손해보험이
2006년 4월 강남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기업 메세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설립한 공연장입니다. 

KB아트홀은 예술과 사회를 잇는 문화적 연결통로로서, 
공연예술의 다양한 형식과 가치를 사회 일반에 전달하고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교류, 교육 및 공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한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KB금융그룹만의 대표 문화브랜드
육성을 통한 활발한 기업 메세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

창작공간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