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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증감(액)

 영업수익 296,066 246,632 49,433

 영업비용 281,924 235,832 46,092

   영업이익 14,142 10,800 3,341

 영업외수익 3 3 -

 영업외비용 3 9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141 10,794 3,347

 법인세비용 3,089 2,353 736

   당기순이익 11,052 8,442 2,611

   기타포괄손익 1,409 1,823 (414)

   총포괄손익 12,461 10,265 2,197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  증감(액) 

 현금 및 예치금 44,981 70,819 (25,838)

 유가증권 140,857 98,185 42,816

 재보험자산 48,392 47,179 1,213

 보험미수금 21,881 222,347 (200,466)

 유형자산 729 874 (144)

 무형자산 695 633 62

 사용권자산 2,677 3,214 (537)

 기타자산 5,721 2,992 2,729

자 산 총 계 265,933 446,242 (180,309)

 책임준비금 96,770 94,331 2,439

 보험미지급금 26,809 222,692 (195,883)

 기타부채 11,389 10,715 674

부 채 총 계 134,968 327,739 (192,770)

 자본금 52,000 52,000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76,123 65,071 11,05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42 1,433 1,409

자 본 총 계 130,965 118,504 12,461

부채와 자본총계 265,933 446,242 (180,309)

Ⅰ. 요약재무정보 

□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주) 특별계정 해당사항 없음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주) 특별계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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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60,110 50,695 9,415

경과보험료(B) 89,761 75,101 14,660

손해율(A/B)  66.97  67.50 (0.54)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17,202 15,274 1,929

보유보험료(B) 88,688 74,038 14,650

사업비율(A/B)     19.40     20.63 (1.23)

Ⅱ.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증감(액)

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보험료 88,688 74,038 14,650

(수재보험료) 177,389 148,101 29,287

순보험금 57,811 47,249 10,562

(수재보험금) 115,623 94,498 21,125

순사업비 17,202 15,274 1,929

   

              
   주)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K-IFRS 기준작성)

Ⅲ. 주요경영효율지표 

 □ 손해율
                                                               (단위: 백만원, %, %p)

주) 주요변동내용: 지급준비금 전입액(적립액-환입액)이 감소하여 손해율이 소폭 감소. 

 □ 사업비율
                                                               (단위: 백만원, %, %p)

   주) 주요변동내용: 보유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순사업비는 13%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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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2,260 2,233 28

경과운용자산(B) 171,122 147,286 23,836

운용자산이익율(A/B)                1.32                1.52 (0.20)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A               4.14               3.65        (0.49)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운용율 69.88 71.03         (1.15)

자산수익율 0.64 0.72         (0.08)

 □ 자산운용율, 자산수익율

(단위: %, %p)

    주1) 위의 지표는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K-IFRS 기준작성)

     -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회계연도말 총자산

     - 자산수익율 : 투자영업이익÷{(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이익)/2}×(4/경과분기수)

    주2) 주요변동내용: 시중금리하락으로 인해 예금이율이 낮아져 이자수익의 증가율이 운용자산 및 

평균총자산의 증가율을 하회하여 자산수익율이 감소함.         

                

□ 운용자산이익률

                                                               (단위: 백만원, %, %p)

    주1)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100

     * 투자영업손익=투자영업수익-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기초운용자산 + 기말운용자산 - 투자영업손익) /2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 각 항목은 직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

     * 투자영업이익관련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

    주2) 주요변동내용: 채권 운용금액 증가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이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익 감소와 신규 리스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한 투자영업비용 증가로 인하여 

투자영업손익이 소폭 감소함.

                

□ 계약유지율 (해당사항없음)  

□ ROA (Return on Assets)
                                                                   (단위: %, %p)

 * 산출식
ROA＝(

당기순이익
)×(4/경과분기수)

{(전회계년도말총자산＋당분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시작부터 당해분기말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주) 주요변동내용: 운용자산 및 재보험자산의 지속적 증가로 평균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하였으며, 수재보험료의 증가와 손해율의 감소에 기인하여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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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19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              11.81              10.47             1.34

□ ROE (Return on Equity)

                                                                    (단위: %, %p)

* 산출식
ROE＝(

당기순이익
)×(4/경과분기수)

{(전회계년도말자기자본＋당분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를 말함

       ※ 다만,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 “-”기호로 대치하며, 자기자본을 주석으로 명기함

주) 주요변동내용: 이익잉여금 및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자기자본이 16% 증가하였으며, 수재보험료의 증가와 손해율의 감소에 기인하여 보험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함. 

□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20년도 2/4분기 2020년도 1/4분기

자본총계          130,965          122,367          116,488

자본금          52,000          52,000          52,000

자본잉여금               -               -               -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76,123 67,371 62,338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42           2,996           2,150

 (K-IFRS 기준작성)

주) 주요변동내용: 당기순이익 발생 및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증가로 인하여 전분기 대비 자기자본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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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도 3/4분기 2020년도 2/4분기 2020년도 1/4분기

지급여력비율(A/B) 289.84 283.73 272.17

 가. 지급여력금액(A)         1,347         1,262         1,201

 나. 지급여력기준금액(B)         465         445         441

 I. RBC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65         445         441

보험위험액         417         399         397

금리위험액            -            -            -

신용위험액          25          25          25

시장위험액            -            -            -

운영위험액          41          38          38

II. 국내 관계보험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 * 지분율
           -            -            -

III. 국내 비보험금융회사 

필요자본량 * 조정치 * 지분율
           -            -            -

IV. 비금융회사에 대한 

필요자본량
           -            -            -

 (K-IFRS 기준작성)

 주1) 각 위험액은 보험업감독규정 7-2조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지급여력기준금액 = 

 주2) 주요변동내용: 직전1년 수재보험료의 증가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약 20억 증가하였고, 당분기 

발생한 순이익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지급여력금액이 약 86억 증가하였음.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지급여력비율은 250.30(2017), 255.78(2018), 271.82(2019)으로 2016년도 대

비 2017년도에는 수재보험료가 약 461억 증가함에 따른 보험위험액과 운영위험액의 증가, 16.12.31부

터적용되는 위험계수증가로 신용위험액이  증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가용자본이 20% 증가하

였으나, 직전 1년 수재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요구자본 또한 18%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이 

5.5%p 증가에 그쳤으나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이익잉여금과 채권평가이익의 증가로 인해 가용

자본이 15% 증가한 것에 비하여 요구자본 증가율이 8%대에 그쳐 지급여력비율이 16%p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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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 3/4분기 2019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199,072 151,552         47,520

비율(A/B) - -               -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20 3Q 3.0 1 O 0 0 0 0 70 0 11,052

IV. 기타경영현황

□ 부실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K-IFRS 기준작성)

 주1)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부실자산비율 기준

 주2) 주요변동내용: 가중부실자산 없음 

□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명)

 주) COVID-19으로 인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잠정 중단하였음. 

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명)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 

(집행) 

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 공익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환경

글로벌사회공헌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총  계 - - - - -

        주) 2020년 3/4분기(2020.09.30.) 기준 사회공헌활동 없음.

□ 민원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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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1,409           28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A)         1,409           28

특별

계정2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           -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B)           -           -

합       계 (A + B)         1,409           28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3)

특별

계정4)

주        식

출   자   금

채        권

수익2)

    증권

주식

채권

기타

해외

유가

증권

주식
출자금
채권

수익2)

 증권

주식
채권
기타

기타해외유가증권
(채권)

신종유가증권

(채권)

기타유가증권

(채권)

 합   계

V. 재무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임.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당사항없음)

  (단위 : 억원)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은 주식, 채권형 수익증권은 채권,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주3) 특별계정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대상으로 함

주4) 특별계정은 장기, 개인연금,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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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당분기

     (2020.09.30)

        전분기

     (2020.06.30)

       일반

     보험계약부채                 968                 953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968                 953

       특별

     보험계약부채                   -                   -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                   -

      합 계

     보험계약부채                 968                 953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968                 953

      구 분
      당분기

   (2020.09.30)

      전분기

   (2020.06.30)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484             477             7 

     손상차손               -               -              -

     장부가액                   484             477             7  

           구      분

           당분기

        (2020.09.30)

           전분기

        (2020.06.30)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1,409       1,409        1,210       1,210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256         256         282         282

       합   계       1,664       1,664       1,492       1,492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297         297         281         281

       합   계         297         297         281         281

□ 보험계약과 투자계약 구분
                                                                       (단위:억원)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제2장(보험계약 분류 등)에 따른 구분

    특별계정에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만 기재하고 나머지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기재

    보험계약부채,투자계약부채 금액을 기재

□ 재보험자산의 손상
                                                                                       (단위:억원)

 주) 장부가액=재보험자산-손상차손
 주) 주요변동내용: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인해 재보험자산이 증가함.

□ 금융상품 현황
                                                                                       (단위:억원)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기타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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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기말

 (2020.06.30)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20.09.30)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18           -          18           -

  비상위험준비금** 25,318           -           - 25,318 

     합   계 25,336             -          18 25,318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단위 : 억원)

항 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1,409 -   1,409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256    256

합 계 - 1,409 256  1,664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297    297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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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정가치 레벨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대손준비금 등 적립
                                                                                    (단위:백만원)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 2에 따라 적립된 금액(손보만 해당)

***당분기말 = 전분기말+전입-환입

주) 2020년도 3분기 말 현재 순재보험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아, 전분기까지 적립한 대손준비금 전액 환입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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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1)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평가대상
준비금

(A)

LAT

평가액
(B)

잉여(결손)

금액
(C=A-B)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포함)

금리
확정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금리
연동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외)

15,385 13,805 1,580

자동차보험 - - -

합계 15,385 13,805 1,580

(2) 현행추정 가정의 변화수준 및 변화근거

주요가정*

변화수준

변화근거
직전 평가시점 해당 평가시점

경과손해율 86.5% 86.1% 3년 경험치 반영

경과사업비율 3.6% 3.6% 3년 경험치 반영

* 할인율, 위험률, 해약률 및 사업비율 등

(3) 재평가 실시 사유

재평가 실시 사유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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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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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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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손익계산서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및 영향분석

 ○ IFRS9, IFRS17 적용 관련 사전공시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
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2016년 9월 13일 개정된 IFRS 4에서는 보험회사는 2016
년 4월 1일 이전에 가장 먼저 종료되는 회계연도말 현재 IFRS 9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험과 관련
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IFRS 9 적용을 한시적으
로 면제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란 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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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이면
서 비보험 활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90%를 초과하므로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영향 분석 마무리와 함께 실질적 도입을 통하여 2021년에는 pilot run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안정화의 준비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재무영향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지속
적인 재무영향 분석과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를 통하여 2023년 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