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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20 FY2020 
HIGHLIGHTHIGHLIGHT
DB생명의 임직원 모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고객님의 든든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세전이익 전년 대비 92.1% 신장 

(당기순이익 351억원) 

22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

·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스마트폰)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청약 시스템 오픈

·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 기업 선정 및  
최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 수상

소비자중심경영(CCM) 국무총리표창 수상

·   2020년 12월 1,500억원  유상증자 실시
·  RBC비율 2019년 12월 대비 15.2%p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 2020년 설계사 정착률(13회)  
   - 당사 45.8%, 생명보험업계 40.9% 
      (출처 : 생명보험협회)

· 2020년 하반기 불완전판매율
   - 당사 0.07%, 생명보험업계 0.15% 
      (출처 : 생명보험협회)

업계 상위 수준의 
설계사 정착률 및 불완전판매율

      억원

세전이익

              %%
재무건전성(RBC비율)

         %%

설계사 정착률

         %%
불완전판매율



GROWTH GROWTH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DB생명의 총자산 신장률은 
전년대비 4.69%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장성 수입보험료 신장률은 
전년대비 6.32%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총자산

보장성 수입보험료

FY2018

109,618
FY2019

117,423
FY2020

122,932
[단위 : 억원]

            조₩₩

1.56   ₩₩
[단위 : 억원]

13,041

14,696

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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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8

성장성

FY2019

FY2020

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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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역량으로 믿을 수 있는 내일을 열어갑니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 8년 연속 AA-(Stable) 등급 획득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리스크관리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DB생명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8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A-의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2015년 NICE신용평가, 2016~2017년 한국신용평가, 
2018~2020년 NICE신용평가)

AA
__보험금지급능력평가

FY2018 324억원

FY2019 227억원

FY2020 436억원

DB생명은 상품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어 
매년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전년비 92.1% 신장)436억원

세전이익

DB생명은 국내 최고의 금융 전문인력·선진 금융기법을 근간으로 
시중금리 대비 높은 운용자산 이익률을 지속·달성하고 있습니다.

3.41%

운용자산 이익률

FY2018 FY2019 FY2020

3.62 3.64
3.41

2.10 1.53
0.99

DB생명
시중금리
(국고채
3년 평균)

[단위 : %]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비율 유지

RBC 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DB생명은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전략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91%

RBC

FY2018 FY2019 FY2020

177 176

191

[단위 : %]

수익성 &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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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CEO MESSAGE
고객님의 백년을 준비합니다.

DB생명을 항상 아껴주시고,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B생명은 DB금융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DB생명은 모든 업무의 중심에 고객을 두고 생각하고 실행하며,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착한 기업으로서 고객님의 백년인생을
든든하게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비자중심경영(CCM) 3회 연속 인증 및 최우수상
(국무총리표창)수상, 한국의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문 4회 연속 종합대상 
수상(2017~2020년), 한국의 우수 콜센터 5회 연속 선정 등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B생명은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 인슈어테크 역량 개발,
신뢰와 소통의 기업문화를 통해 지속성장하는 회사,
따뜻한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B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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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 동부애트나생명보험주식회사로 회사설립(자본금 100억원)

1995.2 프랑스 AXA그룹과의 새로운 합작투자 체결

1995.3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1.3 프랑스 AXA그룹 지분을 DB그룹(구. 동부그룹)에서 인수

2014.11 [201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3년 연속 대상 및 신뢰 대상 수상 

2015.9/12 인재개발원 개원/방송센터 개국

2016.12 한국의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문 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7.11 DB생명으로 사명 변경(구. 동부생명)

2018.11 DB생명 인재개발원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2019.4 회사 창립 30주년

2019.9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Best-HRD) 인증(고용노동부 주관)

2020.5 5회 연속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우수 콜센터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NICE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 AA-(Stable) 등급 획득

2020.9 보험약관이해도평가 우수 등급 획득(누적 9회 획득)(보험개발원 주관)

김영만 대표이사 취임(제11대)

2020.12 4회 연속 한국의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문 종합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득 및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한국소비자원 주관)

총자산 12.3조, 세전이익 436억(연결기준)

HISTORYHISTORY
항상 고객과 함께 해온 DB생명!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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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TRATEGYBUSINESS STRATEGY
DB생명은 고객님께 더 큰 가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효율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DB저축은행, DB자산운용, 
DB캐피탈과 DB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최고의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MANAGEMENTMANAGEMENT
 IDEOLOGY IDEOLOGY

좋은기업
정도를 걷는 기업

VISIONVISION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보험회사

효율경영을 통해 확보한 
안정성, 수익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 가치를 
창출/환원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보험회사

모든 업무를 고객과 현장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정도/윤리경영을 통한 
신뢰도 형성

소비자중심경영

소비자보호 강화/
신뢰도 제고 지속 성장 기반

구축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구축 

디지털 추진
역량 강화

온택트 환경에 대응한
영업기반 및
서비스 확충



GOVERNANCEGOVERNANCE
DB생명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조직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DB LIFE ANNUAL REPORT F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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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총 5명(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역할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이사 직무 집행 감독입니다. 이외에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권한 사항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DB생명보험의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666,715주이며
보통주 50,598,481주(자기주식 8,312,925주 포함),
우선주 68,23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구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분 역할 구성

이사회
경영계획 승인, 주주총회 소집 등
회사 주요사항 의결

사외이사 3 
사내이사 2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최고 경영자, 사내 및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임원 후보자 추전

사외이사 3

감사위원회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등

사외이사 2 
사내이사 1

보수위원회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 등

사외이사 2

위험관리 위원회 위험관리 전략 수립, 위험관리 한도  설정, 
위험관리 기준 개정 등

사외이사 2 
사내이사 1

주요주주 현황

구분 지분율(%) 비고

DB손해보험 99.23 최대주주

김준기   0.11 특수관계인

※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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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INSURANCE 
PRODUCTSPRODUCTS
고객님의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DB생명은 개인보험에서 퇴직연금까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맞춤설계로 
최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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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책을 위한 상품으로, 공시 이율에 의해 금리가 연동되어
연금 재원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과 특약의 부가로
최적화된 은퇴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Annuity Insurance

퇴직연금은 사내에 충당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임직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DB생명은 법인고객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제도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각종 생활질병 및 암·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병의 보장을 지원하며 
웰빙라이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상품입니다.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DB생명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은 고액의 사망보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맞춤형 특약을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 은퇴 이후의
생존보장까지 가능한 종합보장 보험상품입니다.

종신보험 Whole Life Insurance

수익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장기(10년 이상) 유지 시, 물가 상승이나 저금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고객의 희망찬 미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DB생명은 든든한 상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DB LIFE ANNUAL REPORT FY2020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_

고객님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DB생명은 편리하고 차별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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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웹을 이용한  보험계약 및 대출, 카카오페이 인증 도입 등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RE
헬스케어 서비스 질병관리·의료편의·건강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질병 발생 시 좀 더 편안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부상품에 한함)

우편물 분실 걱정 No!

정보 유출 걱정 No!

내가 어디에 있든 신속한 정보 확인!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거래 완료!

스마트폰 소지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스마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보험자산 관리를 스마트한 전자서비스로 
받아보세요.

SMART
스마트 안내장 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밀번호 및 지문의 간편 인증만으로 계약조회,
보험금청구, 계약대출, 보험료납입, 계약변경 등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DB생명은 빠르게 진화하는 고객님의 온라인 사용
습관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고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IMPLE
간편 인증 서비스



고객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DB생명을 만나실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신규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FP, GA, 신채널,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채널

SALES CHANNELSALE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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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CHANNEL



DB생명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선진적인 상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험해 보세요!

DB생명의 전속 채널로 전문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금융전문가들이 고객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FP영업 Financial Planner(FP)

TM전문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In-bound 및 Out-bound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대면영업과 TM영업의 장점을 살린
대면복합 채널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채널영업 Telemarketing(TM)

은행을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DB생명의
방카슈랑스 교육팀장들이 상품의 특장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GA는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조직으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B생명은 체계적인 교육 및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님께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A영업 General Agency(GA)

SALE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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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ASSET ASSET 
MANAGEMENTMANAGEMENT

DB생명은 전문화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며,

시중금리 대비 높은 수준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DB생명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크게 키워 돌려드리기 위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자산운용 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STRATEGIC

ASSET

RISK

PRODUCT

STRATEGY

MANAGEMENT

LOAN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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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이익창출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사로 발돋움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채권, 대출 중심의 안정적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위험을 감안한
최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특별계정은 각각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도록 안정형, 성장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퇴직급여금 / 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품 특성에 부합한 특별계정 자산운용

자산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계별 대응조치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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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NOVATION

MANAGEMENT MANAGEMENT 
INNOVATIONINNOVATION

DB생명은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 핵심업무
(상품, 언더라이팅, 클레임 등)를 비롯한 마케팅, 고객지원의 업무까지

고객 친화적, 효율 중심적 경영/디지털 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DB생명의 혁신은 모든 업무의 프로세스를 ‘고객중심’으로 생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경영혁신 영역과 경영효율 개선 및 신수익 모델 확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혁신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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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디지털 기술과 차별화된 보험서비스의 융합으로 
고객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Biz Driven 
혁신

•고객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혁신 과제 중심의 업무 체계 개선 

•임직원 동참형 창의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Data/Tech 
Driven 혁신

•디지털 신기술/데이터 분석 기반의 업무 혁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 인사이트 도출 

•고객 분석(Needs)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개선 

•디지털 신사업 기회 검토 및 발굴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 전문가 교육 과정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기술/경쟁력 확보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 적용 연구

•전사 데이터 자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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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DB생명은 보험 소비자 효용 증대에 
가장 핵심적인 보험약관의 개선을 

최우선 혁신과제로 추진하여 소비자만족을 
제고한 결과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CCM 최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25회 소비자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AWARDSAWARDS
DB생명은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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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은 고객의 소중한 꿈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가공인제도로서
DB생명은 2016년, 2018년, 2020년 3회 연속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 : 한국소비자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 콜센터 서비스의 현 수준을 
진단하여 탁월한 서비스품질을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
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자 콜센터 부문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_Korea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 부문 조사 결과 DB생명이 
5회 연속(2016~2020년)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보험약관이해도평가 제도란 어렵고 복잡하지만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한 약관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공시
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다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DB생명은 2020년 9월 23일 제20차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누적 9회(업계 최다)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주관 : 금융위원회 / 진행: 보험개발원)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DB생명은 한국의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문을
4회 연속(2017~2020년) 수상했습니다.
(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소비자중심경영(CCM) 
3회 연속 인증

한국의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문 
종합대상 4회 연속 수상

보험약관이해도평가 
업계 최다 9회 우수 등급 
획득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KSQI) 콜센터 부문 우수 기업 
5회 연속 선정







CONSUMERCONSUMER

또한 소비자 가치 향상을 위한 임직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중심의 견실하고 튼튼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 프로세스와 판단의 기준을 소비자중심으로 정렬하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CEO(Chief Executive Officer), CCO(Chief Consumer Officer)

소비자중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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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CENTERED MANAGEMENT

CENTEREDCENTERED
MANAGEMENT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주관 조직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민원심의
위원회

소비자정책팀 소비자보호팀

CEO

CCO

소비자
보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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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 알림톡 서비스, 우편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보제공

2015년부터 소비자패널을 선발하여 매월 CEO 및 관련 부서장이
소비자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패널 제도 운영

DB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테스트를 진행하여 전 설계사 및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영업현장에서는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적합성원칙 준수 •적정성원칙 준수 •상품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미승인 자료 
활용 금지 •계약서류 의무 제공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활동 준수 서약서’ 작성 및 서약식도 함께 진행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캠페인

보험약관이 어렵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험약관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발

회사업무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사관점으로 사용 및 안내되는 용어를 소비자관점의 용어로 변경하여
소비자중심의 보험용어 가이드를 제작하고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중심용어 정비 캠페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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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SPONSIBILITY

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Happy End가 Happy And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금융, DB생명

활동분야

• 문화/예술/체육 분야 - 즐겁고 유쾌한 웃음 속에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세웁니다.
• 건강/교육·장학 분야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 사랑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듭니다.

미소·감사·사랑실천

SOCIALSOCIAL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언제나 이웃과 사회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환경, 이웃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공헌

비전

사회공헌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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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천사랑 봉사단은
따뜻한 나눔을 통해 천 가지 사랑을 실천한다는
생각 아래 이웃과 함께하는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매칭 그랜트(Matching-grant)를 통한 천사랑 기금 조성 
•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공헌 사업 추진
•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 참여 지원
•혈액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헌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심장병 수술을 지원함
으로써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생명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한 줄넘기 대회 후원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 대회 및 바자회 개최 
•한국 심장재단 협약, 심장병 환자의 정기적 수술 지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투자 등으로 사회 기반시설 발전에 기여
•전자청약시스템, 스마트창구(모바일앱) 활용으로 종이 사용
    절감
• 점심시간 소등을 통한 전기 절약 

다양한 환경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문화생활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외식지원 이벤트와
문화지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사·랑(미소·감사·사랑)’을 전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함양을 도모합니다.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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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생명의 천사 
천사랑 봉사단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아동 보호

이웃과 함께 하는
환경보호

따뜻한 마음까지 되찾아 주는 
심장병 수술 지원

DB생명은 언제나 이웃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회,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구분 FY2020 FY2019

A 자
산

현금및예치금  103,171  229,644 

당기손익인식증권  628,273  655,620 

매도가능증권  3,278,764  2,948,872 

만기보유증권  1,637,875  1,434,219 

대출채권  3,715,013  3,695,154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자산  124,806  19,140 

투자부동산  188,563  154,665 

유형자산  28,449  25,667 

무형자산  12,310  10,587 

기타자산  729,037  685,411 

특별계정자산  1,846,908  1,883,365 

자산 총계  12,293,170  11,742,344 

B 부
채

책임준비금  9,200,771  8,690,217 

계약자지분조정  5,241  3,91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5,909  4,054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부채  32,702  45,942 

기타부채  353,371  322,818 

비지배지분  62,915  108,169 

특별계정부채  1,878,252  1,944,373 

부채 총계  11,539,161  11,119,488 

C 자
본

자본금  253,334  193,331 

신종자본증권  69,704  29,865 

자본잉여금  154,492  65,048 

자본조정 (103,91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1,789  53,297 

이익잉여금  308,603  281,316 

자본 총계  754,010  622,856 

부채와 자본 총계(B+C=A)  12,293,170  11,7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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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손익계산서

구분 FY2020 FY2019

영
업
이
익
A

영
업
수
익
(a)

보험료수익 1,506,186 1,459,980 
재보험수익 103,450 73,269 
이자수익 246,420 249,796 
배당금수익 49,128 35,621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63,747 67,073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이익 20,346 66,634 
외환거래이익 28,920 24,236 
외화환산이익 38,693 74,847 
수수료수익 939 206 
임대료수익 94 540 
특별계정수입수수료 149,059 154,212 
특별계정수익 23,021 34,767 
기타영업수익 167,036 37,224 
합계 2,397,041 2,278,405 

영
업
비
용
(b)

책임준비금전입액 490,716 517,205 
지급보험금 987,889 927,263 
재보험비용 108,218 78,616 
사업비 200,282 220,524 
신계약비상각비 227,139 220,194 
재산관리비 16,026 13,827 
이자비용 15,040 12,264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41,299 53,609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 2,815 1,158 
외환거래손실 5,165 9,714 
외화환산손실 112,788 7,662 
무형자산상각비 2,530 2,527 
할인료 172 144 
특별계정지급수수료 1,699 2,211 
특별계정비용 23,021 34,767 
기타영업비용 114,614 150,705 
합계 2,349,413 2,252,389 
영업이익(C=A-B) 47,628 26,016 

B

영업외수익(a) 6,476 3,639 
영업외 비용(b) 10,465 6,942 
법인세차감전순이익(D=C+a-b) 43,639 22,713 
법인세비용(E) 8,553 7,782 

당기순이익(D-E) 35,086 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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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