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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재무정보Ⅰ. 요약재무정보Ⅰ. 요약재무정보Ⅰ.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FY2010.1/4분기 FY2009 증감액

현․예금 및 신탁 2,251 1,740 511

유가증권 55,942 56,239 (297)

대출채권 12,187 11,046 1,142

유형자산 359 415 (56)

무형자산 506 606 (100)

기타자산 21,167 16,903 4,264

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 92,41392,41392,41392,413 86,95086,95086,95086,950 5,4635,4635,4635,463

책임준비금 32,939 29,881 3,058

비상위험준비금 3,637 3,449 188

기타부채 19,862 19,973 (111)

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 56,43856,43856,43856,438 53,30353,30353,30353,303 3,1353,1353,1353,135

자본금 31,066 31,066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3 709 (226)

이익잉여금 4,426 1,872 2,554

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 35,97535,97535,97535,975 33,64733,64733,64733,647 2,3282,3282,3282,328

(단위: 백만원)

구    분 FY2010.1/4분기 FY2009.1/4분기 증감액

영업수익 78,024 71,168 6,857

영업비용 74,707 69,628 5,079

영업이익 3,317 1,539 1,778

영업외수익 28 64 (35)

영업외비용 35 157 (12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311 1,446 1,865

법인세비용 756 (0) 756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2,5542,5542,5542,554 1,4461,4461,4461,446 1,1081,1081,1081,108

주) 공시용 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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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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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10 1/4분기 수입보험료 488억원, 발생손해액 72억원,순사업비 58억원 등으로 보험영업이
익이 29억원이며, 매도가능증권(채권)이자 수익 6억원등으로 투자영업이익 6억원이며,그 외
영업외손실 3억원과 법인세비용 7억원으로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이 25억원입니다.



(단위: 건, 백만원)

FY2010.1/4분기 FY2009.1/4분기 전년대비 증감

건수 186,716 158,623 28,093

금액 48,379,170 54,186,837 (5,807,667)

건수 847,009 716,546 130,463

금액 126,419,327 139,553,445 (13,134,118)

42,281 35,741 6,540

18,964 18,503 461

5,807 3,349 2,458

원수보험료

원수보험금

순사업비

Ⅱ. 사업실적Ⅱ. 사업실적Ⅱ. 사업실적Ⅱ. 사업실적

구  분

신계약실적

보유계약실적

신상품(치과보험)의 출시로 일반상해 보험금이 전기대비 22억증가하여 2.5% 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사업비는 출재보험료의 증가로 출재보험수수료가 9억 증가했으나, 신상품 출시와 함께 일반상해
실적의 증가로 대리점수수료 40억 증가하여 2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 주요 경영 지표1. 주요 경영 지표1. 주요 경영 지표1. 주요 경영 지표

(단위:백만원 %, %p)

FY2010.1/4분기 FY2009.1/4분기 전년대비 증감

45.87 63.80 (17.93)

31.75 23.15 8.60

3.76 7.10 (3.34)

76.16 70.05 6.11

3.05 5.16 (2.11)

12.06 8.13 3.93

30.47 20.33 10.14

주) 주요  경영효율지표 산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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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E(Return on Equity)

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

구    분

손 해 율

ROA(Return on Asset)

EU식 지급여력과 RBC,RAAS 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재무건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율

운용자산이익율

자산운용율

자산수익율

순사업비의 증가로 사업비율이 8.6%p 증가하였으며,당기순이익 11억의 증가로 ROA와 ROE가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2. 자본의 적정성2. 자본의 적정성2. 자본의 적정성2.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1) BS상 자기자본1) BS상 자기자본1) BS상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 %p)

구   분 FY2010.1/4분기 FY2009.4/4분기 FY2009.3/4분기

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 35,97535,97535,97535,975 33,64733,64733,64733,647 34,17334,17334,17334,173

     자본금 31,066 31,066 31,066

     자본잉여금 0 0 0

     이익잉여금 4,426 1,872 3,060

     자본조정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3 709 47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 지급여력비율 (EU)

(단위: 백만원, %, %p)

구   분 FY2010.1/4분기 FY2009.4/4분기 FY2009.3/4분기

지급여력비율(A/B)지급여력비율(A/B)지급여력비율(A/B)지급여력비율(A/B) 250.97250.97250.97250.97 247.89247.89247.89247.89 266.02266.02266.02266.02

     지급여력금액 (A) 38,415 35,716 36,599

     지급여력기준금액 (B) 15,306 14,408 13,758

        보험위험액 14,951 14,064 13,426

        자산운용위험액 356 344 332

주) 보험위험액은 보유보험료의 17.8%수준, 자산운용위험액은 책임준비금의 4% 상당임

    2009.4.1일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를 적용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RBC)

(단위: 백만원, %, %p)

구   분 FY2010.1/4분기 FY2009.4/4분기 FY2009.3/4분기

지급여력비율(A/B)지급여력비율(A/B)지급여력비율(A/B)지급여력비율(A/B) 322.50322.50322.50322.50 304.51304.51304.51304.51 313.34313.34313.34313.34

     지급여력금액 (A) 38,415 35,716 36,599

     지급여력기준금액 (B) 11,913 11,729 11,680

         보험위험액 10,026 9,924 9,916

         금리위험액 388 326 303

         신용위험액 995 901 815

         시장위험액 18 5 125

         운영위험액 1,792 1,729 1,701
 

주) 2009.4.1일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를 적용

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



2. 자본의 적정성2. 자본의 적정성2. 자본의 적정성2. 자본의 적정성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당사의 지급여력 비율의 주 변동 요인은 지급여력금액의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지급여력 금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주 요인입이다. 

신상품의 출시로 지급보험금과 순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보유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09년 동기 대비 27% 상승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험금과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통제와 Trend 분석, 리스크 관리의 강화로 앞으로도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Ⅲ. 주요경영효율지표



Ⅳ. 기타경영현황Ⅳ. 기타경영현황Ⅳ. 기타경영현황Ⅳ. 기타경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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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FY2010.1/4분기 FY2009.1/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0 111 (111)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76,954 57,752 19,202

비율(A/B) 0.00% 0.1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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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FY2010.1/4분기 FY2009.1/4분기 전년대비 증감

위험가중자산(A) 16,935 19,354 (2,419)

총자산(B) 84,390 68,696 15,694

비율(A/B) 20.07% 28.17% (8.11%)

주)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및 특별계정 자산 제외



V. 재무제표V. 재무제표V. 재무제표V. 재무제표

2. 총괄 손익계산서

(단위:원)

Ⅰ.Ⅰ.Ⅰ.Ⅰ. 영업수익영업수익영업수익영업수익 78,024,428,015          71,167,564,167          

1. 보험료수익 48,857,020,115          42,623,484,540          

원수보험료 42,281,190,606     35,741,467,197     

수재보험료 6,588,265,884      6,888,296,353      

해약환급금 12,436,375         6,279,010          

2. 재보험금수익 13,413,211,848          13,159,440,425          

재보험금 13,413,211,848     13,176,865,525     

재보험금환급 -                  17,425,100         

3. 구상이익 80,942,285-                 23,033,563                 

4. 이자수익 654,302,233               924,537,704               

예금이자 17,401             308,949            

유가증권이자 600,999,849        854,010,156        

대출채권이자 53,284,983         70,218,599         

5. 유가증권평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6.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대손충당금환입액 -                  

7. 외환거래이익 398,093,614               591,596,279               

외환차익 107,441,062        229,661,038        

외화환산이익 290,652,552        361,935,241        

8. 배당금수익

9. 수수료수익 14,782,736,908          13,845,468,807          

10.수입경비

11.기타의영업수익 5,582                          2,849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거래이익

투자영업잡이익 -                  -                  

영업잡이익 5,582              2,849              

기타영업수익

12.특별계정수익

Ⅱ.Ⅱ.Ⅱ.Ⅱ.영업비용영업비용영업비용영업비용 74,706,983,319          69,628,455,435          

1. 책임준비금전입액 3,057,863,342            3,168,856,864            

지급준비금전입액 1,111,977,349      636,395,82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792,114,897      2,224,272,135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153,771,096        308,188,906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187,793,684               113,954,851               

3. 보험금비용 19,443,111,179          19,923,863,859          

원수보험금 18,963,966,259     18,503,075,631     

수재보험금 542,685,496        1,557,317,058      

보험금환입 50,466,056         68,637,016         

수재보험금환입 13,074,520         67,891,814         

4. 재보험료비용 30,566,733,065          28,157,839,662          

재보험료 30,568,812,807     28,157,839,662     

해약환급금환입 2,079,742          -                  

5. 배당금비용

6. 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 191,583,181               124,531,442               

만기환급금 -                  -                  

개인연금지급금 -                  -                  

장기해약환급금 191,583,181        124,531,442        

7. 사업비 19,982,610,822          16,075,265,787          

8. 신계약비상각비 733,923,222               1,338,946,273            

9. 이자비용 -                                  -                                  

10.유가증권평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 전기(FY2009.1/4분기)전기(FY2009.1/4분기)전기(FY2009.1/4분기)전기(FY2009.1/4분기)



(단위:원)

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 전기(FY2009.1/4분기)전기(FY2009.1/4분기)전기(FY2009.1/4분기)전기(FY2009.1/4분기)

11.대출채권평가

대손상각비

12.외환거래손실 541,554,641               721,588,974               

외환차손 160,811,295        51,312,091         

외화환산손실 380,743,346        670,276,883        

13.재산관리비

14.부동산관리비

15.부동산감가상각비

16.기타의영업비용 1,810,183                   3,607,722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거래손실

대손상각비

투자영업잡손실 1,775,707          3,581,613          

영업잡손실 34,476             26,109             

17.특별계정비용

Ⅲ.Ⅲ.Ⅲ.Ⅲ.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 3,317,444,696            1,539,108,733            

Ⅳ.영업외수익 28,401,683                 63,828,251                 

1. 지분법이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                                  -                                  

3. 특별계정수입수수료

4. 영업외잡이익 2,153,989                   19,040,780                 

5. 대손충당금환입액 26,247,694                 44,787,471                 

Ⅴ.영업외비용 35,109,633                 157,005,990               

1. 지분법손실

2. 유형자산처분손실 -                                  -                                  

3. 기부금 -                                  49,999                        

4. 특별계정지급수수료

5. 영업외잡손실 35,109,633                 156,955,991               

Ⅵ.Ⅵ.Ⅵ.Ⅵ. 법인세비용차감전법인세비용차감전법인세비용차감전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순이익순이익순이익 3,310,736,746            1,445,930,994            

Ⅶ.Ⅶ.Ⅶ.Ⅶ.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 756,299,133               163,583-                      

Ⅷ.Ⅷ.Ⅷ.Ⅷ.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2,554,437,613            1,446,094,577            



(단위:원)

자 산자 산자 산자 산

I.현금및예치금 2,251,235,526 1,740,372,940 

1.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 100,000 

2.예치금 2,251,135,526 1,740,272,940 

Ⅱ.유가증권 55,942,285,070 56,239,161,059 

1.단기매매증권

가.주식

나.국ㆍ공채

다.특수채

라.회사채

마.수익증권

바.외화유가증권

2.매도가능증권 55,942,285,070 56,239,161,059 

가.주식

나.출자금

다.국ㆍ공채 55,942,285,070 56,239,161,059 

라.특수채

마.금융채

바.회사채

사.수익증권

아.외화유가증권

자.기타유가증권

3. 만기보유증권

가.특수채

나.기타유가증권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주식

나.출자금

Ⅲ.대출채권 12,187,486,735 11,045,896,258 

1.콜론 11,600,000,000 10,500,000,000 

2.보험약관대출금

　　대손충당금

3.부동산담보대출금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4.신용대출금 178,950,000 183,950,000 

　　대손충당금 1,342,125 1,379,625 

5.지급보증대출금 412,976,181 366,071,419 

　　대손충당금 3,097,321 2,745,536 

6.기타대출금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Ⅳ.유형자산 359,092,265 415,100,083 

1.토지

2.건물

　　감가상각누계액

3.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비품 359,092,265 415,100,083 

　　감가상각누계액 (2,251,251,204) (2,191,913,686)

5.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6.건설중인자산

Ⅴ.기타자산 21,673,175,766 17,509,420,200 

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 전기(FY2009)전기(FY2009)전기(FY2009)전기(FY2009)

V. 재무제표V. 재무제표V. 재무제표V. 재무제표

1. 총괄 대차대조표



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 전기(FY2009)전기(FY2009)전기(FY2009)전기(FY2009)

1.보험미수금 13,083,203,731 8,580,738,149 

　　대손충당금 (45,439,063) (71,995,946)

2.미수금 803,479,070 733,547,544 

　　대손충당금 (4,005,808) (3,696,619)

3.보증금 1,482,542,138 1,445,417,440 

4.미수수익 535,684,194 446,319,014 

　　대손충당금

5.선급비용 196,290,412 269,491,867 

6.구상채권 382,972,115 463,914,400 

7.신계약비 3,552,329,063 3,839,593,088 

8.이연법인세자산 553,910,753 553,910,753 

9.받을어음

　　대손충당금

10.무형자산 506,164,290 606,487,944 

가.영업권

나.개발비

다.소프트웨어 506,164,290 606,487,944 

라.기타의무형자산

11.선급금 6,600,000  -  

12.선급부가세

13.공탁금 570,000,000 570,000,000 

14.파생상품자산

15.그밖의기타자산

 대손충당금

Ⅵ.특별계정자산

1.퇴직보험

2.퇴직연금

3.특별계정미지급금

자 산 총 계자 산 총 계자 산 총 계자 산 총 계 92,413,275,362 86,949,950,540 

부 채부 채부 채부 채

Ⅰ.책임준비금 32,938,687,491 29,880,824,149 

1.지급준비금 10,809,353,114 9,697,375,765 

2.장기보험료적립금 8,717,710,754 8,563,939,658 

3.미경과보험료적립금 13,411,623,623 11,619,508,726 

4.계약자배당준비금  -   -  

5.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Ⅱ.비상위험준비금 3,637,210,466 3,449,416,783 

Ⅲ.차입부채

1.콜머니

2.환매조건부채권매도

Ⅳ.기타부채 19,861,881,645 19,972,640,814 

1.보험미지급금 11,172,199,413 11,251,780,190 

2.미지급금 1,274,203,841 567,940,840 

3.미지급비용 1,975,367,372 3,247,905,422 

4.이연법인세부채  -   -  

5.퇴직급여충당부채 3,568,363,920 3,389,660,210 

국민연금전환금 (6,873,400) (6,873,400)

퇴직연금운용자산

6.가수보험료 235,106,966 10,472,490 

7.지급어음

8.선수금

9.예수금 226,746,780 205,506,780 

10.선수수익

11.미지급법인세 1,409,893,353 1,299,374,882 

12.미지급부가세

13.임대보증금

14.파생상품부채

15.그밖의기타부채



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당기(FY2010.1/4분기) 전기(FY2009)전기(FY2009)전기(FY2009)전기(FY2009)

Ⅴ.특별계정부채

1.퇴직보험

2.퇴직연금

3.특별계정미수금

부 채 총 계부 채 총 계부 채 총 계부 채 총 계 56,437,779,602 53,302,881,745 

자 본자 본자 본자 본

Ⅰ.자본금 31,066,073,044 31,066,073,044 

1.보통주자본금 31,066,073,044 31,066,073,044 

2.우선주자본금

Ⅱ.자본잉여금

1.주식발행초과금

2.재평가적립금

3.기타자본잉여금

Ⅲ.자본조정

1.자기주식

2.주식선택권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3,180,823 709,191,481 

1.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483,180,823 709,191,481 

2.지분법자본변동

3.부의지분법자본변동

4.해외사업환산이익

5.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실

6.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이익잉여금

1.법정적립금

2.임의적립금 4,426,241,895 1,871,804,271 

3.미처분이익잉여금 4,426,241,895 1,871,804,271 

자 본 총 계자 본 총 계자 본 총 계자 본 총 계 35,975,495,762 33,647,068,796 

부채 및 자본 총계부채 및 자본 총계부채 및 자본 총계부채 및 자본 총계 92,413,275,364 86,949,950,541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 및 재무적 영향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 및 재무적 영향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 및 재무적 영향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준비 상황 및 재무적 영향

주요 활동주요 활동주요 활동주요 활동

 회계시스템 정비
● 2010.12월 IFRS 적용을 위한 회계시스템 정비
완료

● 회계 및 계리 시스템 변경에 자체 부서별 검
토 중

IFRS 도입추진 팀 운영
및 도입 영향 분석

● 2010년 2월 IFRS 도입과 관련하여 금감원 주
관 설명회 참석 후 회사의 영향 검토

● 2011년 1월  (시험) 재무 제표 산출 및 검증
● 2010년 6월 지역본부에서 IFRS 컨설팅관련
용역서비스 사전 검토 중

임직원 교육

● 2010년 3분기 실무자의 IFRS 전환작업에 필요
한 전문지식 습득

● 2009년 IFRS 관련 다수의 공청회 참석 및 관
련 임직원 교육

● 2010년 12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1년
IFRS의 전환에 대한 비교재무정보 및 회계정책
등의 설명회 개최

● 2010년 6월 회계부서 직원 IFRS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

당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법
인 및 계리 법인과 상호 협의 중이며 관계실무자에 대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IFRS 도
입 추진 팀을 구성하여 도입에 따른 영향의 사전분석과 이에 따른 회계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계
획 및 구체적인 현황을 지역본부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준비계획준비계획준비계획준비계획 추진현황(2010.06.30)추진현황(2010.06.30)추진현황(2010.06.30)추진현황(2010.06.30)

● 2010년 6월 IFRS 도입과 도입과 관련한 당사
의 K- IFRS 관련 영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2010년 12월 회계정책 확정, 업무 절차의 재
설계 및 회계전산시스템 개선 보완하여 2010년
말까지 IFRS 도입준비 완료

● 2010년 6월 IFRS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회계
법인 설명회

● 2010 년 10월 IFRS 도입 관련한 당사의 회계
매뉴얼(회계정책서) 마련

● 2010 년 8월 IFRS 도입 관련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 체결 예정

● 2009년 IFRS 도입 영향과 관련한 계리법인
및 회계법인의 설명회

● 2010년 3월 부채부문 IFRS 도입실무 작업결
과 교육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