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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재무정보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1/4분기 
2013년도 전년대비 증감 

현금 및 예치금 7,964 8,821 △85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672 4,269 △597 

매도가능금융자산 24,039 23,028 1,011 

만기보유금융자산 -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22,022 20,660 1,362 

종속기업투자주식 64 64 0 

유형자산 792 792 0 

투자부동산 1,121 1,123 △2 

무형자산 154 155 △1 

기타자산 19,236 17,927 1,309 

자산총계 79,064 76,840 2,224 

보험계약부채 43,276 41,133 2,143 

금융부채 18,580 18,683 △103 

기타부채 2,634 2,504 130 

부채총계 64,490 62,320 2,170 

자본금 602 591 11 

자본잉여금 1,764 1,764 0 

자본조정 △353 △353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3 497 116 

이익잉여금 11,948 12,022 △74 

자본총계 14,573 14,520 53 

* K-IFRS 기준 

 

 



 4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영업수익 19,087  - 

영업비용 18,908  - 

영업이익 179  - 

영업외수익 -  - 

영업외비용 1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78  - 

법인세비용 43  - 

당기순이익 134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Ⅱ. 사업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수재보험료* 14,843  - 

수재보험금* 10,665  - 

순사업비 1,617  - 

* 수재보험료, 수재보험금은 원자력 Pool 원수 포함숫자임(해약환급금 감안 전)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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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경영효율지표  

 

1. 손해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7,971  - 

경과보험료(B) 9,347  - 

손해율(A/B) 85.28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2. 사업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1,617  - 

보유보험료(B) 9,571  - 

사업비율(A/B) 16.89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3. 자산운용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운용자산(A) 38,410  - 

총자산(B) 79,064  - 

자산운용율(A/B) 48.58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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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수익률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413  - 

경과총자산(B) 77,746  - 

자산수익율(A/B) 2.12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5. 운용자산이익률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1,214  - 

경과운용자산(B) 37,057  - 

운용자산이익률(A/B) 3.28  - 

* 직전 1 년 기준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6. ROA, ROE 

 (단위: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R.O.A 0.69  - 

R.O.E 3.69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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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1/4분기 2013년도 2013년도 2/3분기 

자본총계 14,573 14,520 14,528 

자본금 602 591 591 

자본잉여금 1,764 1,764 1,764 

이익잉여금 11,948 12,022 11,807 

자본조정 △353 △353 △3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3 497 720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2013년도 2013년도 2/3분기 

지급여력비율(A/B) 193.63 206.26 211.74 

지급여력금액(A) 16,373 16,110 16,367 

 지급여력기준금액(B) 8,456 7,811 7,730 

보험위험액 7,760 7,128 7,036 

금리위험액 - - - 

신용위험액 1,105 1,039 1,144 

시장위험액 488 486 465 

운영위험액 602 591 586 



 8 

3) 최근 3개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2014년 3월 일반/자동차 위험계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2013년도 2012년도 

지급여력비율(A/B) 193.63 206.26 208.69 

지급여력금액(A) 16,373 16,110 15,520 

 지급여력기준금액(B) 8,456 7,811 7,437 

※ 2011 회기 이후 : RBC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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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경영현황  

 

1. 부실자산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236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B) 51,178   - 

비율(A/B) 0.46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2. 위험가중자산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도 1/4분기 전년동기 전년대비 증감 

위험가중자산(A) 21,714   - 

총자산(B) 54,162   - 

비율(A/B) 40.09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4.1 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3 월 31 일→12 월 31 일) 됨에 

따라 전년동기와 당분기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전년동기 실적(증감률, 증감액 포함)을 별도 

표기 하지 않습니다. 

 

3.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14 년도 

1/4 분기 
65 4 X 18 - 432 - 295 - 13,424 

*) 당사는 설계사 조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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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명) 

분  야 
주요 사회공헌 

활동 

기부(집행) 

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공익 
소외계층지원 12 

    
복지시설지원 18 

문화예술 스포츠 예술문화후원 -     

학술교육 학술교육지원 35     

환경보호 - -     

글로벌 사회공헌 재난구호 - 18 432   

공동사회공헌 
손보업계 

사회공헌사업 
-     

서민금융 힐링펀드 -     

총  계 65 18 432   

* FY2014.1 분기 누적실적 기준임  

* 당사는 설계사 조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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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무에 관한 사항  
 

1. 보험계약과 투자계약 구분  

   (단위: 억원)  

계  정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일  반 

보험계약부채 43,276 41,133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43,276 41,133 

특  별 

보험계약부채 - -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 - 

합  계 

보험계약부채 43,276 41,133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43,276 41,133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제 2 장(보험계약 분류 등)에 따른 구분  

** 특별계정에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만 기재하고 나머지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기재  

***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금액을 기재  

 

2. 재보험자산의 손상  

(단위: 억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18,432 17,040 1,392 

거래사 신용도 

하락 등 
손상차손 95 107 △12 

장부가액** 18,337 16,933 1,404 

*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장부가액=재보험자산-손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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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상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672 3,672 4,269 4,269 

매도가능금융자산 24,039 24,039 23,028 23,028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대여금및수취채권 22,022 22,049 20,660 20,663 

합계 49,733 49,760 47,957 47,960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18,580 18,579 18,683 18,683 

합계 18,580 18,579 18,683 18,68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39 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 기타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보험미지급금, 미지급금 등)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정기공시 : 분기별) 

 (단위: 억원) 

구 분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96 3,277 99 3,672 

매도가능금융자산 9,261 13,454 1,324 24,039 

합계 9,557 16,731 1,423 27,711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직접적으로(예 :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공정가치 레벨 1 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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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준비금 등 적립(정기공시 : 분기별)  

(단위: 억원) 

계 정 전분기말 전입 환입 당분기말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27 44 - 71 

비상위험준비금** 7,534 187 - 7,721 

합  계 7,560 232 - 7,792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 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 보험업감독규정 제 6-18 조의 2 에 따라 적립된 금액(손보만 해당)  

*** 당분기말 = 전분기말+전입-환입  

 

 



Ⅵ.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 53기 1분기말 제 52기말 

자산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165,880,651,014    289,465,498,957  

Ⅱ. 금융자산   5,603,836,340,348    5,388,342,691,248  

   1. 예치금 630,463,837,874    592,611,152,459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67,197,714,502    426,862,017,975    

   3. 매도가능금융자산 2,403,946,379,502    2,302,823,364,429    

   4. 대출채권 77,395,871,545    77,338,701,343    

   5. 수취채권 2,124,832,536,925    1,988,707,455,042    

Ⅲ. 종속기업투자주식   6,390,689,870    6,390,689,870  

Ⅳ. 유형자산   79,187,558,129    79,281,238,729  

Ⅴ. 투자부동산   112,119,333,976    112,284,851,605  

Ⅵ. 무형자산   15,382,037,286    15,547,268,864  

Ⅶ. 기타자산   1,923,580,719,724    1,792,721,095,900  

   1. 재보험자산 1,833,663,912,401    1,693,292,637,092    

   2. 구상채권 67,681,516,257    67,420,77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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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밖의기타자산 22,235,291,066    32,007,682,030    

자산 총계   7,906,377,330,347    7,684,033,335,173  

부채     

  Ⅰ. 보험계약부채   4,327,635,892,987    4,113,348,354,559  

Ⅱ. 금융부채   1,858,028,674,250    1,868,316,511,328  

Ⅲ. 기타부채   263,379,078,346    250,358,415,075  

   1. 당기법인세부채 5,019,160,857    13,556,131,588    

   2. 이연법인세부채 208,072,605,598    200,895,367,125    

   3. 순확정급여부채 7,098,661,446    6,794,353,236    

   4. 그밖의기타부채 43,188,650,445    29,112,563,126    

부채 총계   6,449,043,645,583    6,232,023,280,962  

자본     

  Ⅰ. 자본금   60,184,558,000  

 

59,058,390,500  

Ⅱ. 자본잉여금   176,374,071,005  

 

176,374,071,005  

Ⅲ. 자본조정   (35,329,045,845) 

 

(35,311,158,659)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318,797,710  

 

49,693,322,665  

Ⅴ. 이익잉여금 

 

 

1,194,785,303,894  

 

 

1,202,195,42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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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준비금적립액) 

 (대손준비금적립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적립예정액) 

(2,674,565,303) 

(4,442,191,586) 

(753,370,669,566) 

(18,734,621,466) 

(1,934,762,735) 

(739,802,568) 

(696,118,201,224) 

(57,252,468,342) 

자본 총계   1,457,333,684,764  

 

1,452,010,054,211  

부채 및 자본 총계   7,906,377,330,347  

 

7,684,033,3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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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53 기 1분기 제 52기 1분기 

Ⅰ. 영업수익   1,908,722,571,903    2,057,139,862,240  

   1. 보험료수익 1,457,139,257,981    1,641,219,353,893    

   2. 재보험금수익 315,940,874,882    241,061,504,182    

   3. 수입경비 83,719,058,535    97,884,053,742    

   4. 이자수익 22,337,899,580    22,778,402,654    

   5. 배당수익 2,585,877,265    1,633,657,179    

   6. 금융상품투자수익 10,177,916,379    13,860,908,898    

   7. 기타영업수익 16,821,687,281    38,701,981,692    

Ⅱ. 영업비용  1,890,871,923,114  1,981,288,072,630 

   1. 보험금관련비용 1,043,439,220,474   962,256,902,195   

   2. 재보험료비용 500,012,132,421    607,754,712,795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74,798,766,143    88,102,072,029    

   4. 사업비 244,985,057,543    277,304,341,070    

   5. 손해조사비 18,833,783,391    15,060,413,883    

   6. 재산관리비 835,483,867    885,293,694    

   7. 이자비용 1,604,355    48,661,054    

   8. 금융상품투자비용 1,670,361,935    7,606,048,652    

   9. 기타영업비용 6,295,512,985   22,269,6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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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53 기 1분기 전년동기 

III . 영업이익   17,850,648,789    75,851,789,610  

Ⅳ. 영업외수익   11,742,559    28,363,861  

Ⅴ. 영업외비용   102,071,579    46,011,418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760,319,769    75,834,142,053  

Ⅶ. 법인세비용   4,336,340,400    18,474,339,335  

Ⅷ. 분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13,423,979,369  

8,981,787,783  

(5,310,642,097) 

 57,359,802,718  

58,457,187,931  

37,055,272,466  

Ⅸ. 기타포괄손익  11,625,475,045    (11,170,986,642)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2.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70,534,239)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670,534,23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2.  재분류되는 항목 11,625,475,045  

 

(10,500,452,403)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9,277,833,795  

 

(11,548,478,167)   

   2. 해외사업환산이익 2,347,641,250  

 

1,048,025,764    

Ⅹ. 분기총포괄이익 

 

25,049,454,414  

 

46,188,816,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