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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경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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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글로벌 보험그룹 
Chubb는 세계 최대 규모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업입니다.

Chubb 그룹의 설립자 Thomas Chubb와 Percy Chubb 

Chubb는 1882년에 창립하여 140여년간 

고객분들의 가족과 자산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글로벌 손해보험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

총자산 : 약237조원

$1,991억

95%
31,000 글로벌 Fortune에 

등재된 1,000개의 

기업 중 95%가 

Chubb의 고객

* 기준 : 2021.09.30 / FY2020

31,000여명의 임직원

54개국에서 

비즈니스 운영중

Chubb 그룹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첫 날 모습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Chubb 그룹의 임원진들 

위 선정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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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 주가는 최근 10년간 약 145% 상승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hubb는 포춘지(Fortune)에서 발표한 상위 500대 기업 중 

손해보험 부문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Chubb는 31,000여명의 임직원이 전 세계 54개국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5%상승 10년간 약



신뢰할 수 있는 재무 파트너 고객과 함께하는  

Chubb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로부터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Chubb의 치아 보험금은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치아보험 계약 중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Chubb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그룹 입니다. 

AAA AA+

AA AA-

A+ A-A

BB+BBB+ BBB- 

*2021년 기준

* 2021년 2월 8일 기준

홈페이지  

사이버 센터에서 

정보 입력과 

동시에 지급

Chubb는 4년 연속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Chubb는 ‘헬스케어서비스’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Basic 서비스 Premium 서비스 Noble 서비스

전문의료진과 24시간 365일 

무료상담, 검진우대예약, 

이송차량(앰뷸런스) 지원서비스 등 

Basic 서비스 외 심리상담 

서비스(대면/전화),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지원, 방문동행 서비스, 

차량지원 서비스 등 

Premium서비스 외 중입자선 

암 치료 중개 서비스, 유전자 DTC 

검사키트, 모발 미네랄/중금속 DTC 

검사키트 등 

* 특정상품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베이직-프리미엄-노블 등급에 따라 제공

*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20년간 제공

Chubb를 제외한 평균수치 1.5x

10년 간 성장세글로벌 손해보험사 발행주식의 시가총액

주최 : 한국일보사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브랜드협회

2018 ~ 2021

$561억

$392억

$370억

$364억

1.1x

1.2x

1.4x

0.5x

$750억 3.4x

$626억 1.5x

$971억 1.5x



글로벌 후원 파트너 

Chubb는 지원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Chubb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글로벌 후원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Chubb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교구와 장난감 기부

·임직원 기부를 통한 저소득 가정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도서 제작 및 기부

·저소득 가정 첫 가족여행 지원사업

1

Chubb 2021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and  
Environmental Report

53개 이상의 

국가 Chubb 

사업장에서 

환경위기 

대응 실천  

53+
trees Years Countries

국가별 환경위기 

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2007년부터

233,000그루 

나무 식수

15년간 그룹 

차원의 환경보호 

프로그램 운영 

233,000 15+ +

Chubb가 후원하는 PGA tour champions 대회, ‘Chubb Classic’ 아르헨티나 Polo(폴로)팀, La Ensenda 후원

2020,2021 호주/US 오픈 테니스 경기 공식 파트너

* 2021 Chubb Environmental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