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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동부생명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기업문화 

등이 서로 맞물려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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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10

FY11  

FY12  

FY13    

15,342

15,916

16,783

12,411    

수입보험료  [단위:억 원]  

FY10

FY11  

FY12  

FY13    

52,656

59,615

69,637

72,430    

총자산  [단위:억 원]  

FY10

FY11  

FY12  

FY13    

211

340

258

322    

당기순이익  [단위:억 원]  

주) FY13 ('13.4~'13.12) 9개월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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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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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부생명은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객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성  택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年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어려웠던 한 해 

였습니다. 생명보험시장 역시 저금리 기조 및 각종 규제 강화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상의 전환, 혁신의 체질화’라는 경영방침 아래 영업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장성 상품 판매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자산 7.2조로 전년대비 4%가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 322억을 시현함으로써 1999년 이래 1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흑자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RBC 200% 이상을 

유지하고, NICE 신용평가에서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A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장기적 보험금 지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기관인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선정한 ‘2013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2년 연속 대상 및 최고 경영자상 수상이라는 결실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동부생명은 고객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경영과제를 「가치경영의 가속화」로 삼고, 차별화된 

영업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과 토론, 혁신의 체질화 등으로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동부생명을 믿고 성장에 도움을 주신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동부생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 경영전략
Vision &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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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1989.	 04	 미국Aetna社와 동부그룹이 합작하여 동부애트나생명보험(주) 

설립 (자본금 100억 원)

1989.	 08	 영업개시

1991.	 05	 자본금 200억 원으로 증자

1995.	 02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프랑스 AXA그룹과 새로운 합작계약 체결

1995.	 03	 “동부애트나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동부생명 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및 자본금 402억 원으로 증자

1999.	 03	 450억 원 증자 (총 자본금 852억 원)

2001.	 03	 프랑스 AXA그룹의 지분철수로 동 지분을 동부그룹에서 인수

2003.	 12	 총자산 1조 원 달성

2006.	 03	 창사 17년만에 누적적자 해소

2008.	 09 601억 원 증자 (총자본금 1,453억 원)

2009.	 04	 창사 20주년

2009.		 08 대표이사 이 성택 사장 취임 (제 9 대)

2010.	 12	 1,200억 원 증자 (총자본금 1,933억 원)

2012.	 10	 2012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수상

2013.	 06	 NICE 신용평가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에서 AA-(Stable) 등급 획득  

2013.	 06	  ‘천사랑봉사단’ 출범  

2013.	 11	 2013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2년 연속 금융부문 대상 

및 최고 경영자상 수상   

2013.	 12	 총자산 7.2조, 수입보험료 1.2조, 당기순이익 322억

(15년 연속흑자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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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글로벌 수준의 사업역량 확보

글로벌화

글로벌 금융사와의 

연계사업확대

• 통합금융 판매채널 집중 육성

• 손·생보 시너지 활용 /  

신성장 동력 발굴

• 최고의 전문 인력 육성확보

전문화

통합금융 

판매채널 확대

• 장기안정적 이익기반 구축

• 차별화를 통한 채널경쟁력 강화

• 업계 최고의 경영효율 달성

고부가가치화

지속성장 가능한 

보험고유이익 확보

동부생명은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생명은 동부화재·동부증권·동부저축은행·동부자산운용·동부캐피탈 등과 동부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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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  

Management Strategy

동부금융네트워크



안정성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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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204%

RBC 204%

RBC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동부생명은 지속적인 이익창출과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결과로 

글로벌 수준 (RBC 200%)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AA-(Stable)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리스크관리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동부생명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NICE신용평가 (구 한신정 평가)로부터 AA-(Stable)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AA-등급은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AA-



연평균 수입보험료 7.3% 성장, 

보장성 수입보험료 13년 14%성장 

성장성
GROwTH

연평균 수입보험료 7.3%

보장성 수입보험료  14 %

동부생명은 FY07 이후 수입보험료가 연평균

7.3% 성장하여 업계 평균 성장률인 3.5%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보장성 판매에 집중한 결과, 13년도의 

보장성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14%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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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0 37,477
44,058

52,656

59,615

69,637

72,430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총자산

(13.4 ~ 13.12, 9개월)

(단위:억원)



수익성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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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연속 흑자경영

15년 흑자경영의 기록은 계속 갱신됩니다. FY13년은 

회계연도 기준 변경으로 9개월간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높은 손익을 달성했습니다. 동부생명은 

상품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균형있는 

이익구조의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322억

운용자산이익률 5.07%

동부생명은 우수한 인력과 선진자산운용 인프라 및 

기술을 근간으로 2003년 이후 업계상위수준 

(업계3위 이내, 단 FY09 6위, FY10 5위) 

운용자산이익률을 지속달성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업계 상위수준 지속

9.30

6.9 6.9

5.9 5.9

4.8

5.43

5.88

5.22
4.75

4.53

5.8

9.03

9.66

7.10
7.74

6.40

5.74 6.02 5.84

5.37

5.07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동부

업계평균

(13.4 ~ 13.12, 9개월)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13.4 ~ 13.12, 9개월)

181

227 225

110

208

46
5

144

211

340

258

322

(단위:억원)



기업문화
CORPORaT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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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W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의 FORTUNE US 100 BEST 의 명성과 권위를 토대로 

전세계 46개 국가와 함께 매년 선정하여 발표, 시상하고 있는 경영분야의 권위 있는 상입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금융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GWP 2년 연속수상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GPTW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쌓아 가고 있는 

회사를 내부 구성원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시상 제도입니다. 동부생명은 신뢰지수 및 기업문화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여 2012년 응모 첫해,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천사랑 봉사단’ 발족 및 사회공헌활동 범위 확대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

동부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나눔경영을 실천하고자 

2013년 6월 ‘천사랑 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천사랑 

봉사단’은 ‘미·사·랑 (미소, 감사, 사랑)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따뜻한 나눔을 통해 천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동부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사회봉사 활동 단체입니다. 

기존 동호회 형태로 운영되던 ‘천사랑 나눔회’를 발전시킨 

이 봉사단은 출범 이후 본사 임직원과 전국 지점 식구들 및 

설계사 모두가 참여하며 기금 규모를 전사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GWP 금융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 GWP 최고 경영자상 수상

• GWP 팀성과혁신상

• GWP 잼터자랑상

•  천사랑 분교 / 방과후 교실 지원  

(1호~8호)

•  사회공헌의 날 행사  

(천사랑 마라톤 대회, 줄넘기 축제,  

강원도 체육회 행사, 헌혈 행사 등)

•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  결손아동 보호시설 지원  

(설날 / 추석맞이 행사, 연말연시 

Special Day행사 등)

•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방문 봉사, 

치매노인 걷기 보조 등)



상품 Insurance Product Portfolio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변화해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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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Whole Life Insurance

동부생명의 대표상품인 종신보험은 은퇴이후의 생존 보장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험금 보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특약을 통해 맞춤 설계까지 

가능하여 상품 하나로 대부분의 보장이 지원되는 종합보장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동부생명의 변액보험은 수익을 원하는 분께 안전까지, 안전을 원하는 분께 수익까지 드릴 수 있는 안전성에 

수익성을 더한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Annuity

보다 확실한 노후대책을 위한 상품으로써 공시이율에 의해 금리가 연동되는 상품이므로 연금재원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어 목적자금 마련이 쉽습니다. 또한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과 특약의 부가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은퇴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각종 생활질병에서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병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보장을 

지원합니다. 보다 건강한 삶을 원하는 웰빙라이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객 니즈도 자연스럽게 증가되어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은 노사합의를 원칙으로 사내에 충당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임직원 퇴직시 

금융회사가 적립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부생명은 법인고객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제도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ONGBU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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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Sale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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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영업     Financial Planner(FP)

동부생명은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업계 최강의 

FP영업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남다른 전문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동부생명 FP들은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며, 진정한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마케팅   Telemarketing(TM)

TM전문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In-bound 및 Out-bound 형태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영업과 TM영업의 장점을 살린 대면복합TM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TM분야 

최초로 TV홈쇼핑을 통한 영업을 개시하는 등 신판매채널에 있어서 업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GA영업   General Agency

GA(General Agency)는 개별금융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하여 금융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일종의 금융백화점으로 고객에게 보험, 은행, 투자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형태의 전문 영업조직입니다. 동부생명은 GA의 체계적인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써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보험 판매채널입니다. 동부생명은 2005년부터 방카슈랑스를 적극 

추진하여 여러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업계 최고로 통하는 

마케터들이 상품교육, 판매스킬 등 교육마스터플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동부생명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나 퇴직금제도를 단체보험으로 인수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 임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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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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 이익률 업계 상위수준 지속 유지

채권·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주식·대체투자 등 고수익자산의 선별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업계 상위수준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자산운용  

특별계정은 각각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도록 안정형, 성장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퇴직급여금 / 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과정의 위험관리    

동부생명은 자산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계별 대응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동부생명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술적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감안한 최적의 수익 달성을 위해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을 2009년에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DONGBU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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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이 생각하는 고객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품질 보증제도, 스마트 전자안내장 서비스 등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평상시 전문 상담 및 컨텐츠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질환발생시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계약

• 연금 전환되는 (무)The Top 두배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1306) 등

보험계약품질 보증제도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동부생명은 보험계약 체결시 지켜야 할  

3대 기본사항 준수를 통해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시 다음의 ‘3대 기본지키기’를 반드시 이행합니다.

• 01 자필서명    • 02 청약서 부본전달    • 03 약관전달

스마트 전자안내장 서비스

동부생명은 스마트폰 소지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스마트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중한 보험자산관리를 스마트한 전자안내장 서비스로 받아보세요

- 안전한 알리미 서비스

• 우편물 분실걱정 No!

• 소중한 나의 금융거래정보 유출걱정 No!

• 나만이 개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전자안내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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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force

•	effICIeNCY

조직의 효율성이 성과를 높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동부생명은 

우수한 인재의 자질과 기업의 관리능력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COMPeTeNCY

조직의 역량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글로벌 보험그룹인 Aetna 및 AXA와의 합작 경험으로부터 얻은 

선진 노하우와 관리자의 40%가 일선 영업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업계 최고의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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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직			Total 2,320임직원			Total 513

•	Organization	chart	 기구조직도  (4사업부 3실 7본부 22팀 11파트)   *2014년 1월 기준

fP(명)   Financial Planner 1,000 

Ga(점)   General Agency 296

TMR(명)   Tele Marketer 1,024 

영업관리(지점)   Staff at Branch Offices  134
임원   Executives 11
지원 및 관리(본사)   Staff at Head Offic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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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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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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force (GWP)
동부생명,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2년 연속 금융부문 대상 수상

Great Work Place (GWP)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컨설팅 

회사인 미국 GPTW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협회의  

한국지사 GWP Korea가 2002년부터 직장의 인사 및 복지제도 

와 직원 배려정책 등을 종합 심사해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동부생명은 신뢰지수와 기업문화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금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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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학습문화 확산

• 사내전문가를 초빙해 운영하는 경영지원실 직무학습스터디 ‘사내보험대학’

•  꾸준한 독서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독서토론 등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독서 Point제도’

•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동부생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창의포럼’

관련과제 발굴 및 도전

•    일하기 좋은 일터 구현을 위한 개인별 액션 플랜 및 조직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SMART Plus 1박 2일 교육’

•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사고로 저비용 고효율 혁신활동의 정착을 위한 ‘Monthly One Do’

협업 및 배려 기반 팀워크 강화

• 팀 / 사업부 단위 집단지성 및 몰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인 ‘Think Day’

• 직원 간의 자발적인 지식전수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협업과 배려를 통해 동료를 칭찬·격려하여 매달 우수직원을 선정하는 ‘칭찬포상제도’

동부생명은 자발적 학습문화 확산, 관련과제 발굴 및 도전, 현업 및 배려 기반 조직역량(팀워크) 강화라는 3개의 큰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활성화

• 경청을 통한 이해와 공감 상호소통 : 구성원간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토론한다.

• 실상에 기반한 개선과 실행 실상추구 :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집중한다.

• 자신감을 갖고 도전 무한도전 : 꿈과 이상을 가지고 뛰어넘는 목표에 도전한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바탕으로 한 신뢰

• 역지사지의 Open Mind 역지사지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워 최고의 전문가를 지향한다.

三世 (직원+설계사+고객) 행복

• 직원만족 ↔ 설계사만족 ↔ 고객만족      유시유종 : 선제적 과정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피드백한다.

• 사명감 → 끝까지 노력 → 행복 (목표) 추구 

 행복추구 : 재미와 보람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중점 추진 방향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6대 실천역량 “감동365”  고객, 설계사, 직원의 실상을 느끼고 이해하며 
먼저 감사하고 행동하며 365일 진심으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 나감

목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GWP 1등 보험사

구성요소

방향  

Trust (믿음, 존중, 공정성), Pride (자긍심), Fun (배려, 친밀감, 공동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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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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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활동 비전 :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금융, 동부생명 ]

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Happy End가 Happy And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동반자가 된다.

•분야 : 문화 / 예술 / 체육
•컨셉 :  즐겁고 유쾌한 웃음 속에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세워감

미 . 사 . 랑 실천 !!
소

감

웃음
(Fun)

감사
(Dream)

사랑
(Love)

•분야 : 사회복지
•컨셉 :  사랑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감

•분야 : 건강, 교육 / 장학
•컨셉 : 아동 / 청소년 대상으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슬로건 ]



ANNUAL REPORT FY20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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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랑 (미소,감사,사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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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생명의 천사, 천사랑 봉사단

매월 천원씩의 모금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천사랑 봉사단은 따뜻한 나눔을 

통해 천가지 사랑을 실천한다는 생각아래 이웃과 함께하는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Matching-grant)를 통한 천사랑 기금조성  

•신입사원 ‘참사랑 실천 프로그램’ 시행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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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별도)

제24기 2013년 3월 31일 현재 / 제25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5  (당) 기 제 24  (전) 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대출채권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특별계정자산

581,876,161,614 

611,216,466,762 

3,350,344,332,424 

109,658,721,863 

937,403,930,491 

43,200,558,872 

133,347,114,500 

4,639,452,280 

25,836,527,902 

467,359,479,380 

978,148,301,074 

673,693,192,874

263,336,589,822

3,522,799,396,214

116,224,769,129

880,314,099,246

18,565,635,122

133,347,114,500

3,812,288,837

28,824,631,717

475,203,791,122

847,608,141,085

자산총계 7,243,031,047,162 6,963,729,649,668

부채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부채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5,686,562,610,786 

7,366,920,637 

127,216,926

461,929,356 

80,176,653,212 

1,015,340,316,628 

5,307,635,798,833

29,030,584,869

-

14,840,388,890

139,553,577,028

892,417,040,619

부채총계 6,790,035,647,545 6,383,477,390,239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193,331,170,000 

65,047,666,811 

58,831,980,108 

135,784,582,698 

193,331,170,000

65,047,666,811

213,528,357,197

108,345,065,421

자본총계 452,995,399,617 580,252,259,429

부채와자본총계 7,243,031,047,162 6,963,729,649,668

Financial Position

Financial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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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Statement

(단위 : 원)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제25기 2013년 4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제24기 2012년 4월 0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과  목 제 25  (당) 기 제 24  (전) 기

영업수익 1,386,705,097,365 1,862,147,426,867
보험료수익 922,310,074,215 1,284,155,964,970
재보험수익 40,041,931,711 62,887,886,458
이자수익 173,280,626,727 224,349,005,548
배당금수익 27,515,826,417 23,630,616,788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66,301,206,157 98,479,055,617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이익 0 7,507,346
외환거래이익 2,359,411,681 3,621,013,966
외화환산이익 18,446,165,617 35,043,058,966
수수료수익 268,608,080 162,004,630
임대료수익 5,443,585,825 7,327,066,592
특별계정수입수수료 58,676,752,599 59,574,887,198
특별계정수익 13,565,072,975 16,237,064,884
기타영업수익 58,495,835,361 46,672,293,904
영업비용 1,342,041,295,518 1,827,781,269,412
책임준비금전입액 371,454,004,100 588,809,300,516
지급보험금 565,719,598,833 705,731,381,411
재보험비용 41,443,911,170 63,108,133,835
사업비 78,431,724,674 89,709,979,241
신계약비상각비 119,480,606,068 184,402,622,100
재산관리비 8,063,050,079 9,646,925,757
이자비용 748,249,382 1,014,838,239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43,090,981,343 69,070,135,785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 19,405,119,999 13,099,222,909
외환거래손실 9,008,753,391 11,282,689,195
외화환산손실 56,946,308,512 40,761,544,643
무형자산상각비 4,775,283,915 6,705,063,821
할인료 204,277,342 397,339,997
특별계정지급수수료 5,529,910,974 6,255,235,240
특별계정비용 13,565,072,975 16,237,064,884
기타영업비용 4,174,442,761 21,549,791,839
영업이익 44,663,801,847 34,366,157,455
영업외수익 3,703,955,745 8,175,606,584
영업외 비용 3,941,520,439 10,338,364,35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4,426,237,153 32,203,399,682
법인세비용 12,187,719,876 5,261,935,176
당기순이익 32,238,517,277 26,941,464,506
기타포괄손익 -154,696,377,089 114,598,028,787
총포괄손익 -122,457,859,812 141,539,49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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