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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pany
고객, 주주, 임직원,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고객과 주주, 임직원들 앞에서 언제나 솔직하고
투명한 기업, 동부생명! 고객, 임직원, 주주, 사회 등
파트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선사하는
동부생명은 언제나 든든한 우리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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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EO
젊고 정직한 Our Company, 동부생명!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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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객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효율을 중시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영업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며,
자력성장이 가능한 이익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각종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임직원 모두

드립니다.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되어 성과창출로 이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1年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항상 변함없이 동부생명을 믿고 성장에 도움을 주신 70万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동부생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부생명은 2011年 경영과제를 ‘새로운 10년, 새로운

고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출발’ 로 정하고 그 기치 아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매진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자산 6조로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340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이익 시현은 물론 1999년 이래 1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자 이익 배당을 지속하는 등 고객중심의 우량생명보험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 안팎으로 적지 않은 시련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12年의 경영과제를「상시위기 대응력
확보」로 삼고,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효율 중심의 내실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성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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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MODEL
정도를 걷는 좋은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동부생명이 꿈꾸는 좋은 기업이란 내실이 튼튼한 우량
기업으로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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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의 편에
서고 싶고 좋은 것이 생기면 나누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

“

우리라는 말처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아마도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부생명은 언제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당신 곁에 있는 좋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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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Financial Results
안정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부생명은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3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 및 양호한
재무건전성(RBC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ONGBU LIFE ANNUAL REPORT FY2011 | 006

OUR BUSINESS MODEL

• Vision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

OUR CLIENT BASE

OUR WORKFORCE

OUR COMMITMENT

OUR ECONOMICS

•모든 업무를 고객/현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정도/윤리 경영을 통하여 고객의 믿음을 얻음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보험회사
•효율경영을 통해 확보한 안정성, 수익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 가치를 창출/환원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 Management Strategy
글로벌 금융사와의 핵심업무제휴

• Financial Highlights

수입보험료

[단위:조 원]

통합금융 판매조직 기반구축

총자산

[단위:조 원]

1.6

211
144

1.3

FY11

[단위:억 원]

340

5.3
4.4

FY10

순이익

6.0

1.5

FY09

보험 고유이익 중심의 이익구조 안정화

FY09

FY10

FY11

FY09

FY10

F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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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lient base
더 많은 고객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동부생명이 생각하는 고객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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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합니다. 제 인생의 재무설계를 맡긴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부생명은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니까 믿음과 신뢰가

“

“

동부생명을 만나고 난 후, 항상 이웃들에게 동부생명을 추천하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동부생명을 우리 보험회사라고
부르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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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oduct
Portfolio

오늘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변화하듯이 동부생명 역시 개인보험에서 퇴직연금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진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선보여 왔습니다. 동부생명은 고객이 원하는 맞춤설계로 최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기 위해 각 지점 단위로 고객의 소리(VOC) 담당자를 지정, 고객의 불편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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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MODEL

OUR CLIENT BASE

OUR WORKFORCE

OUR COMMITMENT

OUR ECONOMICS

종신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Whole Life Insurance

Annuity

Retirement pension

동부생명의 대표상품인 종신보험은

보다 확실한 노후대책을 위한 상품으로써

퇴직연금은 노사합의를 원칙으로 사내에

은퇴이후의 생존 보장을 강화하여

공시이율에 의해 금리가 연동되는

충당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이므로 연금재원의 실질가치를

예치하여 임직원 퇴직시 금융회사가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험금

보전할 수 있어 목적자금 마련이 쉽습니다.

적립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특약을

또한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부생명은

통해 맞춤 설계까지 가능하여 상품

다양한 연금수령방법과 특약의 부가로

법인고객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제도설계

하나로 대부분의 보장이 지원되는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은퇴계획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보장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건강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Health Insurance

동부생명의 변액보험은 수익을 원하는

각종 생활질병에서 암, 뇌졸중과 같은

분께 안전까지, 안전을 원하는 분께

중대 질병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드릴 수 있는 안전성에 수익성을

수많은 질병에 대한 보장을 지원합니다.

더한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중장기적인

보다 건강한 삶을 원하는 웰빙라이프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객 니즈도

있으며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자연스럽게 증가되어 최근 가장 많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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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CHANNEL

활동의 무대는 언제나 무궁합니다.
동부생명의 무대는 언제나 더 넓고 큰 곳을 희망합니다. FP, 다이렉트 마케팅, GA,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동부생명은 앞으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신규채널을 활발히 개척하여 영업 역량을 한층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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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MODEL

OUR CLIENT BASE

OUR WORKFORCE

OUR COMMITMENT

OUR ECONOMICS

FP영업

GA영업

방카슈랑스

Financial Planner(FP)

General Agency

Bancassurance

동부생명은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GA(General Agency)는 개별금융기관에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비롯한 기타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하여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전문가로 육성하는 업계 최강의 FP영업

금융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써 현재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남다른 전문

금융백화점으로 고객에게 보험, 은행,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보험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동부생명

투자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채널입니다. 동부생명은 2005년부터

FP들은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회사형태의 전문 영업조직입니다.

방카슈랑스를 적극 추진하여 여러 은행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며,

동부생명은 GA의 체계적인 종합자산 관리

및 기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진정한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 교육과 지원을

연구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업계 최고로
통하는 마케터들이 상품교육.판매스킬
등 교육마스터플랜을 담당하고 있기

다이렉트마케팅

퇴직연금

Telemarketing(TM)

Retirement Pension

TM전문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In-bound

동부생명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및 Out-bound 형태로 마케팅을 펼치고

임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컨설팅

있습니다. 또한 대면영업과 TM영업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동부금융네트워크

장점을 살린 대면복합TM을 통해 영업

복리후생제도나 퇴직금제도를

동부생명은 동부화재,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저축은행, 동부캐피탈 등 금융핵심분야에 진출한
금융 계열사들과 함께 동부금융그룹을 구성하여
고객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 니다. 특히

단체보험으로 인수하여 궁극적으로는

TM분야 최초로 TV홈쇼핑을 통한 영업을

기업, 임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시하는 등 신판매채널에 있어서 업계

Win-Win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때문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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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소중한 것일수록 더 크게 키웁니다.
고객께 소중한 것이라면 더 크게 키워 돌려드려야 하기에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고수익 투자까지 업계 최상위의 수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리스크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업계 최초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키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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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MODEL

운용자산 이익률 업계
최상위권 유지

FY2011
* 2012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자산총계

Total Asset

OUR CLIENT BASE

5,961,490

국내유가증권 Domestic Securities 2,911,805

OUR WORKFORCE

OUR COMMITMENT

OUR ECONOMICS

자산운용 과정의 위험관리

채권.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생명보험업계 최초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동부생명은 자산운용 프로세스

동부생명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주식.대체투자 등 고수익자산의 선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업계 최상위권의 운용자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계별 대응 조치를

또한, 위험을 감안한 최적의 수익 달성을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통합 위험관리

전술적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e-MAC)을 2009년에 도입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퇴직연금/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자산운용

있습니다.

특별계정은 각각의 상품 특성에

대출 Loans

868,656

해외유가증권 Overseas Securities

387,446

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Assets

644,114

현금 및 예치금 Cash and Deposits

493,159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기타 Others

656,309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합하도록 안정형, 성장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퇴직급여금/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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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FORCE
인재보다 더 큰 자원은 없습니다.
동부생명의 인재들은 젊고 정직한 회사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동력으로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서로
하나되는 마음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의 성장은 곧 기업의 미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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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발휘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영역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동부생명을 만난 후 평생직장에 대한 꿈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

“

평생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직원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 더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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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FORCE

젊은 기업의 역사, 그것은 모두 도전입니다.
젊은 기업이 지나온 하루 하루의 역사는 모두 도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큰 꿈을 꾸는 젊은 기업 동부생명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 노력이 오늘의 역사를 가장 행복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 HISTORY
1989.
1989.
1991.
1995.
1995.
1999.
2001.
2003.
2006.
2008.
2009.
2009.
2010.
2012.
2012.

04
08
05
02
03
03
03
12
03
09
04
08
12
03
05

미국Aetna社와 동부그룹이 합작하여 동부애트나생명보험(주) 설립(자본금 100억 원)
영업개시
자본금 200억 원으로 증자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프랑스 AXA그룹과 새로운 합작계약 체결
“동부애트나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동부생명 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및 자본금 402억 원으로 증자
자본금 450억 원 증자 (총 자본금 852억 원)
프랑스 AXA그룹의 지분철수로 동 지분을 동부그룹에서 인수
총자산 1조 원 달성
창사 17년만에 누적적자 해소
자본금 601억 원 증자 (총자본금 1,453억 원)
창사 20주년
대표이사 이 성택 사장 취임 (제 9 대)
자본금 1,200억 원 증자 (총자본금 1,933억 원)
총자산 6조 원, 수입 보험료 1조 6천억 원, 당기순이익 340억 원 달성 (13년 연속 흑자 달성)
한신정평가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에서 A+로 등급 (Positive) 획득

• EFFICIENCY

• COMPETENCY

조직의 효율성이 성과를 높입니다.

조직의 역량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동부생명은

글로벌 보험그룹인 Aetna 및 Axa와의 합작 경험으로부터

우수한 인재의 자질과 기업의 관리능력으로 합리적이고

얻은 선진 노하우와 관리자의 40%가 일선 영업 출신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등 업계 최고의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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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MODEL

FY2011
Executives and Employees

임직원 Total

OUR WORKFORCE

OUR CLIENT BASE

530

OUR COMMITMENT

OUR ECONOMICS

영업조직 Total

FY2011
Sales Organization

영업관리(지점) Staff at Branch Offices 140
임원 Excecutives
11
지원 및 관리(본사) Staff at Head Office 379

2,247
1,093

FP(명) FInacial Planner
GA(점) General Agency
TMR(명) Tele Marketer

374
780

• Organization chart 기구조직도
(6사업부 3실 5지역본부 5사업단 29팀 7파트) * 2012년 4월 기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마케팅실

영
업
기
획
팀

마
케
팅
지
원
팀

상
품
개
발
팀

상
품
지
원
파
트

이 사 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CEO

FP사업부

F
P
지
원
팀

영
업
교
육
팀

시
너
지
추
진
팀

지
역
본
부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통
합
금
융
파
트

AM
사업부

DM
사업부

방카
사업부

A
M
지
원
팀

D
M
지
원
팀

방
카
슈
랑
스
지
원
부

사
업
단

D
M
사
업
팀

방
카
슈
랑
스
영
업
팀

퇴직연금
사업부

퇴
직
연
금
영
업
부

퇴
직
연
금
지
원
팀

자산운용
사업부

재
무
기
획
팀

퇴
직
연
금
컨
설
팅
파
트

자
산
운
용
팀

고객서비스실

언
더
라
이
팅
팀

특
별
계
정
팀

변
액
운
용
파
트

고
객
지
원
팀

고
객
서
비
스
팀

보
험
금
심
사
팀

S
I
U
파
트

선임
계리사

경영지원실

IT
전
략
팀

경
영
기
획
팀

회
계
팀

리
스
크
관
리
팀

계
리
팀

인
력
개
발
팀

총
무
파
트

경
영
혁
신
팀

소
비
자
보
호
팀

준법
감시인

준
법
감
시
팀

감
사
팀

선
임
계
리
사
지
원
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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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mitment
약속을 소중히,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동부생명은 우리의 약속과 의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웃과 사회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환경, 이웃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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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MODEL

OUR CLIENT BASE

OUR WORKFORCE

OUR COMMITMENT

OUR ECONOMICS

동부생명의 천사, 천사랑나눔회
매월 천원씩의 모금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천사랑 나눔회는 생명보험은
‘가족사랑의 실천’이고 ‘참사랑의 실행’이라는 생각아래 이웃과 함께하는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Matching-grant)를 통한 천사랑 기금조성
•신입사원 ‘참사랑 실천 프로그램’ 시행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

따뜻한 마음까지 되찾아 주는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심장병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생명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심장재단 협약, 심장병 환자의 정기적 수술 지원 (퇴원 후 생활지원 프로그램 시행)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 대회 개최
•심장병 예방을 위한 줄넘기 대회 후원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결손아동 보호
결손아동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외식지원 이벤트와 문화지원 이벤트 강화로 아이들에게
‘참사랑’을 전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함양을 도모합니다.
•결손아동 보호단체를 정기적 방문, 물품지원 및 봉사활동 실시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참여기회 확대
•설날,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위한 Special Day 진행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는 나눔의 삶
소외되기 쉬운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함으로써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분교의 방과 후 시설을 지원하는 ‘천사랑 분교사업’
•물품기증을 통한 바자회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기증하는 ‘사랑의 연말 캠페인’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천사랑 재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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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CONOMICS
고객과 직원, 주주의 행복으로 돌아갑니다.
동부생명은 높은 수익성과 빠른 성장능력으로 성공적인
VISION달성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땀흘린 노력의
결과를 경제적인 성과로 얻어내는 동부생명의 높은
수익창출은 고객과 직원, 주주의 행복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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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맞는 파트너가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성공하는
기업이 모두 마음에 맞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부생명은 언제나

“

“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주주와 사회에 신뢰를 더하며 큰 성장률로 만족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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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성장한다는 것, 젊은 기업의 증거입니다.
동부생명은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조금씩 더 크게 기업의
내일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동부생명이 건강하고 젊다는 증거입니다.
언제나 더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날마다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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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MODEL

OUR CLIENT BASE

OUR WORKFORCE

OUR COMMITMENT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

15%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동부생명의 연평균 성장율은 15%로, 업계평균
성장율 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통 영업채널인
FP채널은 물론 신영업채널인 다이렉트 마케팅, GA, 방카슈랑스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전 영업채널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동부생명은 더 큰 비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단위:%)

동부생명

8.1 I 38

FY06
FY07

13 I 16

FY08

-2 I 14.8
4.6 I 7.5

FY09

7.9 I 13.7

FY10

5.8 I 3.7

FY11

운용자산 이익률

5.8% 업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업계평균

OUR ECONOMICS

(단위:%)

업계평균

동부생명

5.8 I 7.1

FY06

5.9 I 7.7

보험회사의 안정성은 운용자산 이익률의 수준이 척도라고 할 수

FY07

있습니다. 운용자산 이익률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실해져 고객의

FY08

4.8 I 6.4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연동형

FY09

5.4 I 5.7

상품의 경우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익도 더욱

FY10

커지게 됩니다. 동부생명은 최근 6년 동안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업계

FY11

5.9 I 6.0
5.2 I 5.8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전이익 (단위:억 원)

13년연속 흑자경영

13년, 흑자경영의 기록은 계속 갱신됩니다.
2011년에도 어김없이 동부생명은 흑자경영을 달성했습니다.
동부생명은 상품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균형 있는 이익구조의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Y00

62

FY01

181

FY02

255

FY03

154
307

FY04

292

FY05

149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237
49
184
281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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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
제 22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제 23기 2012년 3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23 (당) 기

제 22 (전) 기

자산
현금및예치금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대출채권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자산
투자부동산

493,158,832,198

377,151,031,928

48,471,756,655

81,312,511,140

3,169,144,352,320

1,242,486,337,485

-

1,362,581,408,464

88,473,489,965

117,891,225,832

868,656,228,205

797,293,333,617

13,692,048,810

25,199,546,294

133,347,114,500

133,347,114,500

유형자산

4,333,724,584

4,783,541,700

무형자산

33,186,238,538

37,360,186,630

기타자산

464,911,581,519

442,028,134,216

특별계정자산

644,114,493,898

627,610,366,710

5,961,489,861,192

5,249,044,738,516

4,714,077,703,517

4,144,314,866,470

자산 총계
부채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차입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부채
기타부채

15,685,102,924

2,789,201,891

-

40,000,000,000

723,129,671

6,801,429,773

11,938,828,439

3,282,107,335

114,288,336,924

75,965,040,006

661,053,501,458

648,419,585,048

5,517,766,602,933

4,921,572,230,523

193,331,170,000

193,331,170,000

자본잉여금

65,047,666,811

64,822,785,67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9,561,116,128

15,591,833,716

특별계정부채
부채 총계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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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3,305,320

53,726,718,606

443,723,258,259

327,472,507,993

5,961,489,861,192

5,249,044,738,516

OUR BUSINESS MODEL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제22기 2010년 4월 1일 부터 2011년 3월 31일
제23기 2011년 4월 1일 부터 2012년 3월 31일
(단위:원)

과

목

영업수익
보험료수익
재보험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외화환산이익
수수료수익
임대료수익
특별계정수입수수료
특별계정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비용
책임준비금전입액
지급보험금
재보험비용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
재산관리비
이자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외화환산손실
무형자산상각비
할인료
특별계정지급수수료
특별계정비용
기타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OUR CLIENT BASE

OUR WORKFORCE

제 23 (당) 기

1,244,321,560,437
74,317,534,681
215,324,002,909
16,440,082,303
53,850,873,611
979,788,992
1,236,819,443
48,653,511,319
765,816,082
7,194,000,000
36,392,630,846
25,847,907,750
18,785,884,964
569,374,663,381
673,636,759,813
73,969,103,630
89,845,517,680
140,754,057,736
7,404,851,445
1,735,888,370
35,617,118,810
4,391,327,200
1,006,024,834
38,729,068,757
7,148,763,117
38,721,251
3,646,805,039
25,847,907,750
21,192,537,113

OUR COMMITMENT

OUR ECONOMICS

제 22 (전) 기

1,744,110,413,337

1,694,339,115,926

49,771,297,411
3,761,642,024
5,847,785,347
47,685,154,088
13,639,280,312
34,045,873,776
83,969,282,412
118,015,156,188

1,274,525,436,624
63,200,955,277
177,962,714,226
7,911,039,343
88,936,424,998
295,094,747
1,113,075,722
22,025,123,579
1,680,212,439
599,500,000
21,672,546,134
79,856,297,657
18,004,185,173
638,696,315,982
607,045,853,106
65,766,251,066
83,311,525,582
140,461,865,309
7,465,568,532
4,577,008,675
40,327,310,693
6,335,859,437
2,537,601,569
24,108,823,023
6,097,917,606
225,260,890
2,560,922,312
79,856,297,657
17,900,152,863

1,757,782,605,919

1,727,274,534,302

30,508,071,617
3,168,817,653
7,569,509,817
26,107,379,453
6,574,618,735
19,532,760,718
2,413,272,961
21,946,03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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