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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재무정보Ⅰ. 요약재무정보Ⅰ. 요약재무정보Ⅰ.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FY2009.1/4분기 FY2008 증감액

현․예금 및 신탁 4,790 12,654 (7,864)

유가증권 36,025 36,441 (416)

대출채권 11,588 3,191 8,397

유형자산 547 544 3

무형자산 972 1,062 (90)

기타자산 20,888 22,147 (1,260)

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 74,81074,81074,81074,810 76,03976,03976,03976,039 (1,228)(1,228)(1,228)(1,228)

책임준비금 25,591 22,422 3,169

비상위험준비금 3,036 2,922 114

기타부채 16,478 22,047 (5,568)

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 45,10545,10545,10545,105 47,39047,39047,39047,390 (2,285)(2,285)(2,285)(2,285)

자본금 31,066 31,066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1 601 (389)

결손금 (1,572) (3,018) 1,446

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 29,70529,70529,70529,705 28,64828,64828,64828,648 1,0571,0571,0571,057

(단위: 백만원)

구    분 FY2009.1/4분기 FY2008.1/4분기 증감액

영업수익 13,166 13,400 (234)

영업비용 11,277 12,770 (1,494)

영업이익 1,889 630 1,259

영업외수익 611 335 275

영업외비용 1,054 744 31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46 221 1,225

법인세비용 (0)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1,4461,4461,4461,446 221221221221 1,2251,2251,2251,225

<요약 대차대조표><요약 대차대조표><요약 대차대조표><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요약 손익계산서><요약 손익계산서><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건, 백만원)

FY2009.1/4분기 FY2008.1/4분기 전년대비 증감

건수 158,623 164,475 (5,852)

금액 54,186,837 9,470,467 44,716,371

건수 716,546 672,082 44,464

금액 139,553,445 119,242,418 20,311,026

35,741 35,024 718

18,503 15,161 3,343

3,349 5,653 (2,304)

(단위:백만원 %, %p)

FY2009.1/4분기 FY2008.1/4분기 전년대비 증감

63.80 54.69 9.12

23.15 38.06 (14.90)

7.10 5.01 2.09

70.05 70.26 (0.21)

5.16 3.75 1.41

8.13 1.45 6.68

20.33 3.30 17.03

252.53 251.79 0.74

주1) 보험업감독규정 부칙(2009.3.23) 제2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경과조치)에 의거 당기 및  전기 지급여력비율은 2009.4.1일 

      개정전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임

주2) 주요  경영효율지표 산출식

   -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손익 ÷  경과운용자산 ×  (4/해당분기수)

   -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 ÷  회계연도말 총자산

   -  자산수익율 : 투자영업손익 ÷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손익)/ 2}  ×  (4/해당분기수)

   -  ROA : 당기순이익 ÷ { (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당기순이익)/ 2}  ×  (4/해당분기수)

   -  ROE : 당기순이익 ÷ { (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당기순이익)/ 2}  ×  (4/해당분기수)

Ⅱ. 사업실적Ⅱ. 사업실적Ⅱ. 사업실적Ⅱ. 사업실적

구  분

신계약실적

보유계약실적

원수보험료

원수보험금

순사업비

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

구    분

손 해 율

사업비율

운용자산이익율

지급여력비율

자산운용율

자산수익율

ROA(Return on Asset)

ROE(Return on Equity)



Ⅳ. 기타경영현황Ⅳ. 기타경영현황Ⅳ. 기타경영현황Ⅳ. 기타경영현황

1. 가중부실자산1. 가중부실자산1. 가중부실자산1. 가중부실자산
(단위: 백만원, %, %p)

구   분 FY2009.1/4분기 FY2008.1/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111 175 (64)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57,752 51,857 5,895

비율(A/B) 0.19 0.34 (0.15)

2. 위험가중자산2. 위험가중자산2. 위험가중자산2. 위험가중자산
(단위: 백만원, %, %p)

구   분 FY2009.1/4분기 FY2008.1/4분기 전년대비 증감

위험가중자산(A) 19,354 18,307 1,047

총자산(B) 68,696 62,472 6,224

비율(A/B) 28.17 29.30 (1.13)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

주요 활동주요 활동주요 활동주요 활동

 회계시스템 정비

� 2009.6 월 IFRS 도입영향과 관련한  회계

법인 설명회

�  2009.1월 IFRS 도입영향과 관련한  계리

법인 설명회

추진현황(2009.06.30)추진현황(2009.06.30)추진현황(2009.06.30)추진현황(2009.06.30)

�2010.12월말까지, IFRS 적용을 위한 회계시

스템 정비 완료

�  2010년 3분기까지 IFRS 전환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IFRS 도입추진 팀 운영 및
도입 영향 분석

임직원 교육

당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 및 계
리 법인과 상호 협의 중이며 관계실무자에 대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별도의 IFRS 도
입 추진 팀을 구성하여 도입에 따른 영향의 사전분석과 이에 따른 회계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계획
및 구체적인 현황을 지역본부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
다.

�  회계 및 계리 시스템 변경에 자체 부서별

검토 중

�2009.6월 IFRS도입 공청회 참석 (감독원

주최)

준비계획준비계획준비계획준비계획

�  2009년 12월 IFRS 도입 추진 팀을 구성하여

2010년 말까지 IFRS 도입준비 완료

�   2010 년 상반기 IFRS 도입 관련 회계법인

용역의뢰 예정

� 2010년 4분기말까지 2010년 비교재무정보,

IFRS 1에서 요구하는 'IFRS 전환에 대한
설명’ 등을 마련

�   2009년 3분기 실무자의 교육실시 (삼일아

카데미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