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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본적정성

  □ 2015년말 자기자본은 3조 6,55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99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1) B/S상 자기자본
 (단위: 억원)

구 분 당분기 당분기-1분기 당분기-2분기

자본총계 36,552 35,652 35,941

자본금 1,746 1,746 1,746

자본잉여금 0 0 0

이익잉여금 32,263 30,851 31,412

자본조정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43 3,055 2,783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 2015년말 기준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은 458.42%로 전분기 대비 

0.94%p 상승하였으며, 이는 이익잉여금 증가(+1,412억원)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전분기 대비 +2.52%)가 큰 데 기인합니다.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당분기-1분기 당분기-2분기

위 험 기 준
지급여력비율(A/B)

458.42 457.47 469.67

 지 급 여 력 금 액 ( A ) 37,903 36,970 37,250

지급여력기준금액(B) 8,268 8,081 7,931

보험위험액 7,447 7,283 7,120

금리위험액 - - -

신용위험액 1,819 1,770 1,794

시장위험액 80 79 77

운영위험액 144 141 139
   주) 산출방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지급여력금액) 및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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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강화주1) 및 익스포져 증가에 의한 보험

가격위험액 증가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지속 증가하였고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4.12.31) : 리스크간(보험, 신용, 시장) 상관계수 세분화 등
(’14.12월 시행), 신용위험액 위험계수 상향(‘15.12월 시행)

  □ 2015년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주2)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감소로 지급

여력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주2)  FY2014 결산배당 3,595억원

          주2)  FY2015 중간배당 1,489억원

 (단위: 억원, %)

구 분 2015.12월 2014.12월 2013.12월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A/B) 458.42 494.58 499.66

지급여력금액(A) 37,903 37,728 32,085

지급여력기준금액(B) 8,268 7,628 6,421

5-2. 자산건전성 지표

  1) 부실자산비율

  □ 2015년도 부실자산비율은 2.20%로 추정손실 대출채권 797억원 발생에 

의한 가중부실자산 증가로 전년대비 1.13%p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127,909 62,070 65,839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5,800,858 5,824,442 △23,584

부실자산비율(A/B) 2.20 1.0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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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험가중자산비율

  □ 2015년도 위험가중자산비율은 52.00%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식 및 구상

채권 금액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24%p 하락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위험가중자산(A) 3,518,374 3,725,901 △207,527

분류대상 총자산(B) 6,766,680 6,869,279 △102,599

위험가중자산비율(A/B) 52.00 54.24 △2.24

 주)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 자산 제외

5-3. 수익성 지표

  1) 손해율

  □ 2015년도 손해율은 55.84%로 전년도 재보험금 수령 기저효과로 

발생손해액 증가하여 전년대비 6.47%p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711,785 616,212 95,573

경과보험료(B) 1,274,788 1,248,250 26,538

손해율(A/B) 55.84 49.37 6.47

  2) 사업비율

  □ 2015년도 사업비율은 22.76%로 회생중단 업체에 대한 손실분담금 

지급에 따른 순사업비 증가로 전년대비 7.64%p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300,109 191,226 108,883

보유보험료(B) 1,318,847 1,264,462 54,385

사업비율(A/B) 22.76 15.12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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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용자산이익률

   □ 2015년도 운용자산이익률은 3.59%로 주식 및 대체투자 관련 이익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0.29%p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200,405 178,780 21,625

경과운용자산(B) 5,575,400 5,409,870 165,530

운용자산이익률(A/B) 3.59 3.30 0.29

  주) 투자영업손익 = 투자영업수익-투자영업비용 (직전1년간 실적 기준)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전년동기말운용자산-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2

  4) ROA (Return on Assets)

   □ 2015년도 ROA는 7.5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R O A 7.57 7.28 0.29

    주) ROA = 당기순이익÷{(전회계년도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

  5) ROE (Return on Equity)

   □ 2015년도 ROE는 14.0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R O E 14.00 14.19 △0.18

    주) ROE = 당기순이익÷{(전회계년도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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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동성 지표

  1) 유동성비율

   □ 2015년도 유동성비율은 829.25%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채권 금액 증가와 

평균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64.93%p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유동성자산(A) 1,281,121 968,196 312,925

평균지급보험금(B) 154,491 171,568 △17,077  

유동성비율(A/B) 829.25 564.32 264.93

 

  2) 현금수지차비율

   □ 2015년도 현금수지차비율은 50.3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현금수지차(A) 664,542 633,251 31,291

보유보험료(B) 1,318,847 1,264,462 54,385

현금수지차비율(A/B) 50.39 50.08 0.31

 

5-5. 생산성 지표

  1) 임직원인당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5년도 2013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직원거수원수보험료(A) 689,515 652,107 37,408

평균임직원수(B) 1,286 1,233 53

임직원인당 원수보험료(A/B) 536.17 528.8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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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설계사인당 원수보험료 : 해당사항 없음

  3)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전년대비 증감

대리점거수원수보험료(A) 887,594 854,715 32,879

평균대리점수(B) 918 916 2

대리점당 원수보험료(A/B) 966.88 933.09 33.79

5-6. 신용평가등급

최근3년간

변 동 상 황

S&P FITCH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IFSR주) 등급전망 IFSR 등급전망 IFSR 등급전망 IFSR 등급전망

2012.03.09 A+ 안정적

2012.07.04 A- 안정적

2012.09.14 A 안정적

2012.10.15 AAA 안정적

2013.03.04 AA- 안정적

2013.06.25 A 안정적

2013.10.07 AAA 안정적

2014.01.28 AA- 안정적

2014.06.30 A 안정적

2014.10.07 AAA 안정적

2014.10.13 AA- 안정적

2015.06.23 AAA 안정적

2015.07.01 A 안정적

2015.07.03 AA- 안정적

2015.10.07 AAA 안정적 AAA 안정적

주) 1. IFSR : 보험회사재무건전성평가등급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s)

    2.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체계는 9-2이용자편람의 <참고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