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기타 필요한 사항



9-1. 임원 현황

(2015년 3월 27일 현재)

구    분 성  명 직  명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
주요경력

사내이사

(상근)

김옥찬 사장 총  괄 국민은행장 직무대행

조동회 상근감사위원 감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김상택 전무이사 경영지원 총괄 서울보증 상무대우

강병세 전무이사 영업지원 총괄 서울보증 상무대우

사외이사 등

(비상근)

손성규 사외이사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연세대학교 교수

김태기 사외이사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단국대학교 교수

이대우 사외이사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우리자산운용 부사장

양경석 사외이사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여의도연구소 자문위원

이성한 사외이사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노진환 사외이사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서울신문 사장

양태영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예금보험공사 부장

이사대우

(상근)

노재균 전무대우 운영지원 총괄 서울보증 상무대우

두준호 상무대우 강북지역본부 서울보증 강남지역본부장

김현철 상무대우
준법감시, 
소비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부장

전병선 상무대우 심사부문 서울보증 영남지역본부장

주) 사외이사의 경우 (   )안에 사외이사가 된 자격을 기재함



용    어 내      용 비 고

주주배당률

주주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ㅇ 주주배당률 = 배당금액 / 납입자본금 × 100

주당배당액

주당배당액은 1주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ㅇ 주당배당액 : 배당금액/발행주식수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ㅇ 배당성향 = 배당금액 / 세후 당기순이익 ×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일반계정의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계약자배당전

잉여금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이란 손보사의 회계연도중에 신규발생한 계

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

과 계약자배당금의 부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우선 적립한 후

의 잔여액을 말하며 계약자배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당기손익인식증권
 일반적으로 단기간내의 매매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자

산을 의미합니다.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 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의 금융상

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또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실대출

 부실대출은 총대출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1) 고정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3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9-2. 이용자편람 (주요 용어 해설)



용    어 내      용 비 고

부실대출

    - 최종부도 발생, 청산 ․ 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2) 회수의문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

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3월이상 12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추정손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12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 ․ 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파생금융

상품거래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1) 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

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2)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

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3) 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4)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

든 파생금융상품 거래입니다.



용    어 내      용 비 고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보험종목별 위험도 따라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해 보유하여

야 할 자산기준에 대한 순자산 비율을 말하고, 이는 보험회사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ㅇ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ㅇ 지급여력금액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비상위

험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무형자산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7-1조에 의

해 산출합니다.)

  ㅇ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산식을 적용

하여 산출합니다.

   ㅇ 가용자본 :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버퍼

(Risk Buffer)로서 지급여력금액에 해당합니다.

   ㅇ 요구자본 :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위

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으로 지급

여력기준금액에 해당합니다.

   ㅇ 지급여력기준금액= 

  위험액×위험액×상관계수 +운영위험액
( 단, i, j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ROA 

(Return on Assets)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산대비수익률

이라고도 합니다.

ROE 

(Return on Equity)

보험회사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수

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은 손보사의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용    어 내      용 비 고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이란 보유자산의 신용도(예시: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 차주의 신용도 등) 및 자산의 성격별로 예상 손실액을 

추정한 것을 말하며, 총자산 중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험가

중치는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참고1>

유가증권

평가손익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회계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와  당해 회계연도말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 장부가는 총회 결산승인후의 수정장부가를 의미합니다.

특별계정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일반계정과 구분 운용 및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

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의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 친족 및   

그들과 합산하여 30%이상을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기타 단체와 그 임원 등을 말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정한 등급을 의미하며, 평가등급으로는 

채무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장 ․ 단기신용등급 등이 있습니다. 

장기신용등급은 장기 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 위험, 투자자에 

법적인 보호정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단기신용등급은 1년미만 

단기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나타냅니다. 각 신

용평가기관별로 신용등급 체계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참고2>



   <참 고 1>  

위험가중자산 산정기준

자산의 분류 위험가중치 기준
 Ⅰ. 운용자산
  1. 현․예금
   가. 현금   0%
   나. 당좌예금   10%
   다. 보통예금 - 제1금융권 : 10%,    제2금융권 : 50%
   라. 정기예금 - 제1금융권 : 10%,    제2금융권 : 50%
   마. 정기적금 - 제1금융권 : 10%,    제2금융권 : 50%
   바. 기타예금
     - 상호부금 - 제1금융권 : 10%,    제2금융권 : 50%
     - 표지어음 - 제1금융권 : 10%,    제2금융권 : 100%
     - 발행어음   50%
     - 보증어음 - 제1금융권 : 20%,    제2금융권 : 50%,    기타100%
     - CD   10%
     - CMA   50%
     - MMDA   20%
     - RP - 제1금융권 : 20%,    제2금융권 : 50%
     - 외화예금   10% 
     - 기타   10% 
   사. 금전신탁   50%
   아.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0%
   자. 선물거래예치금   20%
   차. 기타예치금    50%

  2. 유가증권

- 당기손익인식증권,매도가능증권(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

유증권(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서 각 

해당항목별로 적용
   가. 주식   100%
   나. 출자금    100%
   다. 국공채 - 국채 : 0%, 공채 : 10%

   라. 특수채
- 정부출자기관․공공기관 : 10%,    제1금융권 : 20%,
  제2금융권 : 50%

   마. 회사채

     - 보증회사채
- 공공기관 : 10%,   제1금융권 : 20%,   제2금융권 : 50%, 
  기타 : 100%

     - 무보증 회사채 -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 : 50%,    기타 : 100%

   바. 수익증권
- 개발신탁 : 20%,   공사채형 : 50%,   주식형 : 50%, 
  MMF : 50%,    기타 : 100%

   사. 해외유가증권
    (1) 해외주식   100%



자산의 분류 위험가중치 기준

    (2) 해외채권

- 우리나라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OECD국
(이하 한국 제외)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 0%

-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 OECD국의 공공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 OECD국을 제외한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 10%

- 국내 제1금융권이 보증, OECD국의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OECD국을 제외한 국가의 공공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 : 20%

- 국내 제2금융권이 보증 : 50%
-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 Standard & Poors社와 Moody's社를 

말함)으로부터 A등급상당 이상을 받은 채권 : 50%
 - 상기 이외의 해외채권 및 위 분류대상중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투자부적격 판정을 받은 채권(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 및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
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은 제외) : 100%

    (3) 기타 해외유가증권   100%
   아. 신종유가증권    100%
   자. 기타유가증권  - 투자일임유가증권 : 100%,    기타 : 100%
  3. 대출채권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기준으로 산출
   가. 콜론  - 제1금융권 : 20%,    제2금융권 : 50%
   나. 보험약관대출금   0%
   다. 유가증권담보대출금   50%
   라. 부동산담보대출금 - 주택 : 50%,    기타 : 100%
   마. 신용대출금 -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 : 50%,    기타 : 100%
   바. 어음할인대출금   100%

   사. 지급보증대출금

-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보증 : 0%
- 공공기관 보증 : 10%
  ㅇ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공공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를 말함
  ㅇ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

기금은 공공기관으로 분류
- 제1금융권 보증 : 20%
- 제2금융권 보증 : 50%
- 기타 보증 : 100%

   아. 기타대출금
     - CP    100%
     - 주택보험대출금    50%
     - 사모사채  -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 : 50%,   기타 : 100%
     - 기타    100%
  4. 부동산   100%(감가상각누계액 및 가치하락손실충당금 차감전 기준)

 Ⅱ. 비운용자산
  100%(감가상각누계액 차감전 기준,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제외)
   가. 보험미수금    100%(거래처별 보험미지급금 차감후 기준)
   나. 기타비운용자산    100%
 Ⅲ. 총자산    (특별계정자산 제외)



〈참 고 2〉

평가기관별 장․단기 신용평가등급 체계

1) S & P

구 분
장기신용등급

신용등급내용
단기신용등급

신용등급내용
 순위  순위

 투  자

 적  격

 등  급

AAA 1
최상의 신용상태
(Extremely Strong)

A-1 1
최상의 신용등급

(Strong)

AA+

AA

AA-

2

3

4

신용상태 우수 

(Very Strong)
A-2 2

신용등급 양호

(Good)

A+

A

A-

5

6

7

신용상태 양호 (Strong)

A-3 3
신용등급 적절

(Adequate)BBB+

BBB

BBB-

8

9

10

신용상태 적절 

(Adequate)

투  자

요주의

 및

부적격

등  급

BB+

BB

BB-

11

12

13

투자시 요주의 대상

(Less Vulnerable)
B 4

투자시 요주의 대상

(Vulnerable)

B+

B

B-

14

15

16

투자시 요주의 대상

(More Vulnerable)
C 5

상환불능위험 상존

(Currently     

Vulnerable)

CCC+

CCC

CCC-

17

18

19

투자시 요주의 대상

(currently Vulnerable)

CC

C

D

20

21

22

최악의 신용상태

(Currently 

Highly-Vulnerable)



구 분
IFS신용등급

신용등급내용
 순위

투  자

적  격

등  급

AAA 1 Exceptionally strong

AA+

AA

AA-

2

3

4

Very strong

A+

A

A-

5

6

7

Strong

BBB+

BBB

BBB-

8

9

10

Adequate

투  자

요주의

및

부적격

등  급

BB+

BB

BB-

11

12

13

Elevated vulnerable    

B+

B

B-

14

15

16

Material default risk is present, but a limited margin of   

safety remains

CCC 17 Default is a real possibility 

CC 18 Default of some kind appears probable

C 19
Default is imminent or inevitable, or the issuer is in 

standstill

2) Fitch Ratings



 3) 한국신용평가

구 분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내용
신용등급  순위

투  자

등  급

AAA 1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AA

AA-

2

3

4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A

A-

5

6

7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BBB

BBB-

8

9

10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투  기

등  급

BB+

BB

BB-

11

12

13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

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B

B-

14

15

16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17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

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18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19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20 상환 불능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