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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4 FY2015 FY2016

총자산 81,365 92,374 103,741

총부채 76,104 86,905 97,580

총자본 5,261 5,469 6,161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FY2014 FY2015 FY2016

보유계약액	증가율 5.3 10.8 11.1

ROA 0.22 0.59 0.38

ROE 3.51 9.55 6.46

RBC 208 182 180

주1) 퇴직연금(보험) 포함한 실적

경영효율성 지표
 |단위 : %|

FY2014 FY2015 FY2016

영업수익 18,022 21,217 23,770

영업이익 287 535 520

법인세	차감전이익 220 514 503

당기순이익 186 499 386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10  조 3,741  억 

 총자산

70,070 72,437

81,365 

92,374

103,74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2조 2,126 억 

 수입보험료

17,126 

12,411

16,783

19,305

22,126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262

321

186

499

386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386 억 

 당기순이익

FY2016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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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은	소비자	중심	경영에	매진한	결과,	2016년	12월	한국

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의경영대상에서	‘고객만족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주

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하는	등	고객	친화적	

기업활동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대표	브랜드	‘백년친구’를	런칭

하였습니다.	‘백년친구’는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한결	같은	믿음

을	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년친구’	같이	언제나	고객을	한	가족같이	생각하며	평생을	함께

하는	동부생명이	되겠습니다.

동부생명의 대표 브랜드 ‘백년친구’ 런칭 고객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동부생명

동부생명은	생명보험협회에서	매	반기	시행하는	회사별	불완전

판매율	공시에서	2016년	하반기	종신보험	및	변액보험	완전판매

율	0.04%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상반기	불완전

판매율	0.97%에서	하반기	0.11%를	달성하여	불완전판매율	개선

도	업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동부생명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변액

보험	및	질병·상해·건강보험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약관으로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10차~12차	약관이해도	

평가까지	업계	최초	3회	연속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아	소비자	

친화적인	약관을	제공하는	보험사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업계 최초 3회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종신보험·변액보험 완전판매율 
생명보험업계 1위 달성 

2016
AT A GLANCE

총자산 10조 돌파

10
회사	설립	28년	만에	총자산	10조	돌파라는	회사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조

생명보험업	본질에	충실한	보장성	보험에	집중한	결과,	

동부생명의	보장성	수입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수입보험료 점유율 지속 증가

59.3%

40.7%

46.0%

50.9%

FY2013 FY2014 FY2015 F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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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인사말

존경하는 고객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희 동부생명을 항상 아껴주시고,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6년은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당사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2016년 보장성 신계약 전년 

대비 30% 신장, 세전이익 503억 달성, 총자산 10조 돌파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당사는 18년 연속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으

며,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도 4년 연속(13년~16년) AA-의 안정적 등급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동부생명은 소비자중심경영을 더욱 견고히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착한 기업으로서 고객님들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최고의 경영 효율을 통해 고객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생명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생명은 고객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사장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Introduction 
DONGBU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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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4	 		동부애트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00억)

1991. 05	 자본금	200억으로	증자

1995. 02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프랑스	AXA그룹과	새로운	합작계약	체결

1995. 03	 자본금	402억으로	증자

1999. 03	 자본금	852억으로	증자

2001. 03	 프랑스	AXA그룹의	지분을	동부그룹에서	인수

2003. 12	 총자산	1조	달성

2008. 09	 자본금	1,453억으로	증자

2010. 12	 자본금	1,933억으로	증자	

2014. 08	 대표이사	이태운	사장	취임	(제10대)

2014. 11	 	【201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금융부문	3년	연속	대상		

및	신뢰	대상	수상

2015. 09	 동부생명	인재개발원	개원

2015. 12	 동부생명	방송센터	개국	

2016. 05 한국신용평가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에서	AA-	(Stable)	등급	취득

2016. 12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문	대상	수상	(한국능률협회	주관)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	취득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FY2016	총자산	10.4조,	세전이익	503억	(18년	연속	흑자	달성)

VISION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

MANAGEMENT
IDEOLOGY “좋은 기업” - 정도를 걷는 기업

동부생명은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객·효율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생명은	동부화재·동부증권·동부저축은행·동부자산운용·

동부캐피탈과	동부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최고의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STRATEGY

상품/채널 Portfolio 변경 

경영 효율 개선

안정적 영업구조 확보

자산운용 투자 효율성 확대

신제도 도입대비 대응과제 추진

기업문화의 일류화

VISION & MANAGEMENT STRATEGY 
비전 & 경영전략

HISTORY
연혁

Introduction
DONGBU LIFE

동부금융네트워크

동부화재

동부자산운용 동부증권

동부저축은행

동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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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기구 조직도

OUR WORKFORCE 
본점 및 지점 현황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총회에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위험관리  

절차의 수립, 위험 허용한도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수위원회

성과보상체계가 리스크와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 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에 대해 심의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TOTAL

556
FY2016 EXECUTIVES AND EMPLOYEES

384
지원	및	관리(본점)

18
임원

154
	영업관리(지점)

TOTAL

1,672
FY2016 SALES ORGANIZATION

1,375
FP/LC(명)

124
	TMR(명)

173
GA(점)

이 사 회 사 장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

•인사팀

•상품개발팀

•계리팀

•신상품개발파트

•인재개발원

•방송센터

•제휴추진파트

•방카지원파트

•법인지원파트

•IT운영팀

•IT전략팀

관리·지원담당

•총무팀

•리스크관리팀

•경영혁신팀

•전략지원팀

•회계팀

상품·계리담당

IT담당

•복합사업단

•신채널지원팀

신채널사업본부

•FP사업단(7)

•FP영업지원팀

•전략영업지원팀

•전략사업단(1)

•영업지원팀

•영업기획팀

•영업교육팀

•GA교육지원팀

•GA영업지원팀

•GA사업단(4)

GA사업본부

•방카영업부

•법인영업기획팀

•법인영업부

•소비자보호팀

•보험금심사파트

•투자지원파트

•대체투자파트

•변액운용파트

•고객지원팀

•보험심사팀

•고객서비스센터

•재무기획팀

•특별계정팀

•자산운용팀자산운용담당

고객지원실

자산운용부문

고객지원담당

법인사업본부

전략사업본부

마케팅담당

FP사업본부

•감사팀감사위원회

동부금융연구소

선임계리사 •선임계리사지원파트

준법감시인 •준법감시팀

•정보보호파트신용정보관리보호인

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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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5.07
4.44 4.52

9.03
9.66

7.1
7.74

5.74 6.02
6.4

5.37

2.62.83.13
3.623.71

4.05

5.275.23
4.83

4.274.09

1.8

186

321

262

310

211

144

208

110

225227

46

499

386

1.4

1989년 창립 이래, 최고의 고객만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18년 연속 흑자경영과 높은 자산운용 이익률을  

기반으로 최고의 실적을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최고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386 억
당기순이익

4.32 %
운용자산 이익률

PROFITABILITY
수익성

동부생명은	국내	최고의	금융	전문	인력,	선진	자산운용		

인프라	및	기술을	근간으로	높은	운용자산	이익률을	지속적

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4.32
운용자산 이익률

%

 |단위:%|

*단, FY13(’13.4~’13.12) 9개월 실적임   |단위:억원|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18년 연속 흑자경영

18년	흑자경영의	기록은	계속	경신됩니다.	동부생명은	상품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어	매년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386억

4.32

동부생명

시중금리 

국고채 3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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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성장성

전년대비	총자산이	12.3%	성장하여		

업계	평균	성장률인	7.9%를	상회하는	

뛰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10조 3,741
총자산

억 

도전과 열정이 세상을 바꾸고 성장과 노력이 미래를 만듭니다. 

동부생명은 자산규모와 보험료 신장률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선두에서
달려가는 리더

20.1 %

보장성 수입보험료 신장률 

10조 3,741 억
총자산

103,741

59,737

52,656

44,058

37,477

30,750

70,070 72,437

81,365

92,374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보장성	판매에	집중한	결과,	2016년도	보장성	수입보험료		

신장률은	전년	대비	20.1%로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보장성 수입보험료 신장률

20.1

4,262 4,382 4,476 4,474 4,698

5,402

4,625

6,875

7,959

9,562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단, FY13(’13.4~’13.12) 9개월 실적임   |단위:억원|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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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비율 유지

RBC	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동부생명은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전략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BC 

180

4년 연속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AA-(Stable)  
등급 획득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동부생명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4년	연속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AA-의	안정

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A-등급은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AA-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내일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신뢰의 파트너, 동부생명.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안정성으로 편안한 내일과 고객의 미소를 책임지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80 %
RBC

AA-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STABILITY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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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은 고객이 원하는 맞춤 설계로  

최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ONGBU LIFE 
INSURANCE 
PRODUCT PORTFOLIO

PRODUCT  
상품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동부생명은	개인보험에서	퇴직연금까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 Whole Life Insurance
동부생명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은 고액의 사망 보장이 가능

하며, 다양한 맞춤형 특약을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 은퇴 이후

의 생존 보장까지 가능한 종합보장 보험 상품 입니다.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수익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며,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각종 생활질병 및 암·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병의 보장을  

지원하며, 웰빙라이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연금보험 Annuity Insurance
노후 대책을 위한 상품으로써 공시 이율에 의해 금리가 연동

되어, 연금 재원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과 특약의 

부가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은퇴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은 사내에 충당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임직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부생명은 법인고객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제도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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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LC 영업 Financial Planner (FP) / Life Consultant (LC)
동부생명의 전속 채널로서 전문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보유

한 금융전문가들이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GA 영업 General Agency (GA)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조직으로 고객에

게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부생명은 체계적

인 교육을 제공하여 고객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채널 영업 Telemarketing (TM)
TM전문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In-bound 및 Out-bound      

형태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영업과 TM 

영업의 장점을 살린 대면 복합 TM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부생명의 방카슈랑스 교육팀장들이 상품의 특장점, 

판매 스킬 등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RP)
동부생명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및  

임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ALES CHANNEL
동부생명의	무대는	언제나	더	넓고	큰	곳을	희망합니다.	FP/LC,	GA,	신채널,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동부생명은	앞으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신규	

채널을	활발히	개척하여	영업	역량을	한층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영업채널

FP/LC

BancaGA

TM RP



ASSET MANAGEMENT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크게	키워	돌려드리기	위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자산운용	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부생명은	전문화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며,	업계	최상위	수준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CUSTOMER SERVICE
동부생명은	고객님과의	깊은	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3대	기본	지키기,	스마트	안내장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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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 이익률 상위 수준 지속 유지

채권·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주식·대체투자 등 고수익 자산의 선별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실현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위 수준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동부생명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위험을 감

안한 최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품 특성에 부합한 특별계정 자산운용

   특별계정은 각각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도록 안정형, 성장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퇴직급여

금 / 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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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알리미 서비스

•			우편물	분실	걱정	No!

•			소중한	나의	금융거래	정보	유출	걱정	No!

•				나만이	개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안내장	서비스!

3대 기본 지키기

동부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시 지켜야 할 3대 기본 사항 준수

를 통해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안내장 서비스

동부생명은 스마트폰 소지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받

아보실 수 있는 스마트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중한 보험자산관리를 스마트한 전자서비스로 받아 

보세요.

헬스케어 서비스

질환 관리, 의료 편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질환 발생 시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단, 일부 상품에 한함)

보험계약 체결 시 다음의 ‘3대 기본 지키기’를 반드시 이행합니다

01 자필서명   02 청약서 부본 전달   03 약관 중요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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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동부생명의 천사, 천사랑 봉사단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천사랑	봉사단은	따뜻한	나눔을		

통해	천	가지	사랑을	실천한다는	생각	아래	이웃과	함께하는	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칭	그랜트	(Matching-grant)를	통한	천사랑	기금	조성

•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	위원회와	사회공헌	사업	추진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	참여	지원

❷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결손아동  
 보호

결손아동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외식	지원	이벤트와	문화지원		

이벤트	강화로	아이들에게	‘미·사·랑	(미소·감사·사랑)’을	전함

으로써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함양을	도모합니다.

•	결손아동	보호단체	정기적	방문,	물품	지원	및	봉사활동	실시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참여	기회	확대

•	설날,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위한	Special	Day	진행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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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	대회	및	바자회	개최

•심장병	예방을	위한	줄넘기	대회	후원	

❹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는 나눔의 삶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함으로써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교육	환경이	열악한	분교의	방과	후	시설을	지원하는	‘천사랑	분교		

사업’

•혈액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헌혈	행사’

•저소득층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김치	행사’

감사

사랑

미소
슬 로 건

비 전

분야	 건강	/	교육·장학

컨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

분야	 사회복지

컨셉	 		사랑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듬

분야	 문화	/	예술	/	체육

컨셉	 		즐겁고	유쾌한	웃음	속에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세움

미소·감사·사랑 실천

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	

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Happy	End가	Happy	And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동반자	입니다.

OUR COMMITMENT
동부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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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당)기 제 27(전)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318,604,864,723 404,298,249,46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50,227,473,198 441,709,419,193

매도가능금융자산 5,420,899,585,530 2,675,684,217,793

만기보유금융자산 - 2,297,612,687,075

대출채권 1,299,473,334,620 1,118,800,168,138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자산 2,671,099,469 1,493,431,348

투자부동산 143,938,109,118 143,993,123,882

유형자산 29,593,129,850 26,447,939,353

무형자산 10,025,505,549 7,781,361,682

기타자산 588,020,671,625 565,272,501,449

특별계정자산 2,010,636,882,630 1,554,308,241,454

자산	총계	 10,374,090,656,312 9,237,401,340,832

부채

책임준비금 7,260,856,759,583 6,769,076,638,418

계약지지분조정 12,163,577,027 9,451,605,25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85,318,855 10,814,795,458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부채 110,660,697,748 105,702,588,136

기타부채 138,020,023,278 115,057,216,037

비지배 지분 39,380,336 34,367,018

특별계정부채 2,235,437,514,173 1,680,360,970,802

부채총계 9,757,963,271,000 8,690,498,181,128

자본

자본금 193,331,170,000 193,331,170,000

자본잉여금 65,047,666,811 65,047,666,8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9,104,229,009 93,650,676,058

이익잉여금 228,644,319,492 194,873,646,835

자본총계 616,127,385,312 546,903,159,704

부채와	자본	총계 10,374,090,656,312 9,237,401,340,832

재무상태표	(연결)

제 28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제 27기 2015년 12월 31일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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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당)기 제 27(전)기

영업수익 2,377,048,253,678 2,121,651,727,025 
보험료수익 1,237,479,006,542 1,189,702,076,934 
재보험수익 84,335,905,503 76,051,523,805 
이자수익 239,068,326,393 245,071,237,437 
배당금수익 30,891,029,811 21,458,463,366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82,493,000,179 104,719,390,898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이익 6,566,764,383 68,672,037 
외환거래이익 7,778,312,920 11,902,605,919 
외화환산이익 292,256,348,239 201,323,739,329 
수수료수익 48,192,936 771,558,057 
임대료수익 1,508,146,546 1,372,461,419 
특별계정수입수수료 154,905,737,056 128,037,059,101 
특별계정수익 160,988,408,002 93,609,555,331 
기타영업수익 78,729,075,168 47,563,383,392 

영업비용 2,325,096,413,199 2,068,157,791,001
책임준비금전입액 477,194,241,798 540,061,268,863
지급보험금 814,516,857,310 700,584,804,925
재보험비용 85,737,033,913 79,518,571,486
사업비 182,877,912,915 149,181,573,930
신계약비상각비 171,862,553,618 155,090,431,672
재산관리비 11,632,785,825 12,334,991,911
이자비용 2,286,991,795 1,504,417,184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38,735,566,495 63,518,085,110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 395,218,825 6,373,128,524
외환거래손실 45,000,889,290 16,568,046,121
외화환산손실 190,187,177,011 71,387,187,438
무형자산상각비 2,225,181,190 4,359,325,778
할인료 46,615,947 10,458,879
특별계정지급수수료 4,735,783,475 7,138,035,049
특별계정비용 160,988,408,002 93,609,555,331
기타영업비용 136,673,195,790 166,917,908,800

영업이익 51,951,840,479 53,493,936,024
영업외수익 3,245,817,725 3,543,332,820
영업외	비용 4,922,122,580 5,604,567,33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0,275,535,624 51,432,701,514
법인세비용 11,706,262,967 1,582,147,507
당기순이익 38,569,272,657 49,850,554,007
	-	지배회사 38,569,272,657 49,850,554,007
 - 비지배회사

기타포괄손익 35,453,552,951 (24,204,994,725)
후속적으로	재분류	될	항목 (23,459,104,843)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5,603,324,910 (21,390,912,103)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6,766,580,338) 623,482,273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165,803,377) (986,003,968)
 (4)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3,162,758,564) (1,705,671,045)
후속적으로	재분류	되지	않을	항목 (745,889,882)
 (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54,629,680) (745,889,882)
총포괄손익 74,022,825,608 25,645,559,282
 - 지배회사 74,022,825,608 25,645,559,282 
 - 비지배회사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제 28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 제 27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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