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통일공시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2016년 1/4분기 코리안리재보험㈜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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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현금및현금성자산 169,242 195,116 (25,874)

금융자산 6,862,730 6,797,516 65,214

종속기업투자주식 21,189 21,189 0

무형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2015년도2016년도 1/4분기

80,796

111,007

(108)

(152)

(1,621)

(11,095)

26,364

Ⅰ.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요약 대차대조표 >

80,904

보험계약부채

111,159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증감(액)구  분

금융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기타부채

부채총계

4,728,538

1,886,262

357,758

6,972,558

60,185

4,691,049

1,970,914

345,331

7,007,294

60,185

37,489

(84,652)

12,427

(34,736)

0

26,678

1,777,404

9,049,046

28,299

1,788,499

9,022,682

자본총계

176,375

212,286

208,286

1,454,667

2,076,488

자본조정 (35,311) (35,311) 0

54,062

부채 및 자본 총계 9,049,046 9,022,682 26,364

7,038

61,100

176,375

212,286

154,224

1,447,629

2,015,388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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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억원)

Ⅱ. 사업실적

163

62,325

15,083

47,243

전년동기

2,059,092

1,979,824

79,269

구  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2016년도 1/4분기

1,973,869

1,911,381

62,488

31

165

79,135

19,141

59,994

0

증감(액)

(85,223)

(68,443)

(16,781)

 (단위 : 백만원)

< 요약 손익계산서>

(31)

수재보험금

순 사 업 비

11,096

(2)

(16,810)

(4,058)

(12,751)

1,951

구  분

수재보험료

2016년도 1/4분기

16,003

전년동기

15,112

전년대비 증감

891

주2) 수재보험료, 수재보험금은 원자력 Pool 원수 포함 숫자임 (해약환급금 감안 전)

(958)

181

12,054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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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경영효율지표

1.   손해율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사업비율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1,133,049

79.50

779,127

1,010,292

77.12

121,608

122,757

126,574

(0.30)

3. 자산운용율

순사업비(A)

보유보험료(B)

사업비율(A/B)

195,106

1,166,086

16.73

177,039

2.38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1,039,512

528,613총자산(B) 9,049,046 8,520,433

51.72 2.92

17.03

18,067

운용자산(A) 4,944,688 4,406,475 538,213

 발생손해액(A)

 경과보험료(B)

 손해율(A/B)

2016년도 1/4분기

- 2016년 1/4분기 사업비율은 16.73%로 전년동기 대비 0.30%p 감소,
  전년동기 대비 보유보험료 증가 불구, 순사업비 증가규모 크지 않아 사업비율 하락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자산운용율(A/B)

900,735

- 2016년 1/4분기 자산운용율은 54.64%로 전년동기 대비 2.92%p 증가,
  전년동기 대비 운용자산증가로 자산운용율 상승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54.64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 2016년 1/4분기 손해율은 79.50%로 전년동기 대비 2.38%p 증가,
  전년동기 대비 해외수재 고액사고 증가로 손해율 상승

(단위: 백만원, %, %p)

주2)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 / 회계연도말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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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A(Return on Assets)

4,594,091

3.55

2015년도 1/4분기

126,955

4,059,748

3.13

전년대비 증감

36,364

534,343

0.42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0.72)

 (단위: %, %p) 

33,416 (4,665)

1.57

5. 운용자산이익율

4. 자산수익율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단위: 백만원, %, %p)

구         분

투자영업손익(A)

경과운용자산(B)

운용자산이익률(A/B)

2016년도 1/4분기

163,319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투자영업손익(A) 28,751

경과총자산(B) 9,021,489

- 2016년 1/4분기 자산수익율은 1.27%로 전년동기 대비 0.30%p 감소,
  전년동기 대비 투자영업손익 감소 및 경과총자산 증가로 자산수익율 하락

- 2016년 1/4분기 운용자산이익율은 3.55%로 전년동기 대비 0.42%p 증가,
  투자영업손익 증가로 운용자산이익율 상승

주2) 운용자산이익율 : 직전 1년간 투자영업손익 / 경과운용자산
    * 경과운용자산=(당기말운용자산+전년동기말운용자산-직전1년간 투자영업손익)/2
    * 경과운용자산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표1에 따른 운용자산이익율을 기준함
    * 운용자산=재무상태표 운용자산-대손준비금(운용자산해당액)+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금액 조정

- 2016년 1/4분기 ROA은 2.09%로 전년동기 대비 0.72%p 감소,
  이는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128억원 감소에 기인

구         분

 R.O.A

2016년도 1/4분기

2.09

2015년도 1/4분기

2.81

전년대비 증감

8,520,927 500,562

자산수익율(A/B) 1.27 (0.30)

주2) 자산수익율 : 투자영업손익/{(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손익)/2} X (4/경과분기수)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2) ROA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 X (4/경과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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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OE

이익잉여금 14,546

8.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 2016년 1/4분기 자본총계는 2조 765억으로 2015년 4/4분기 대비 611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기순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70억원 증가 및 기타포괄손익 541억 증가에 기인

 (단위 : 억원)

2015년도 3/4분기

20,277

602

2015년도 4/4분기

20,154

602

2016년도 1/4분기

20,765

602

구  분

자본총계

자본금

1,770

1,699

자본잉여금 1,764

14,476

1,770

1,542

1,764

14,442

1,770

12.79 (3.55)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64

2,083

- 2016년 1/4분기 ROE은 9.24%로 전년동기 대비 3.55%p 감소,
  이는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128억원 감소에 기인

 (단위: %, %p)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 9.24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2) ROE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 X (4/경과분기수)

주2) 자본조정 : 신종자본증권 발행(2014.10월) 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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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3 236.90 236.21

지급여력금액(A)                    22,669                    21,588                    19,679

지급여력기준금액(B) 9,335 9,113 8,331

신용위험액                      1,657

지급여력금액(A)

                     8,778

지급여력비율(A/B)

                     7,695                      7,436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4/4분기 2015년도 3/4분기

지급여력비율(A/B) 242.83 236.90 250.91

3) 최근 3개 사업년도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2014년도

                   22,669                    21,588                    22,024

지급여력기준금액(B)                      9,335                      9,113

보험위험액                      7,873

                     1,618                      1,408

시장위험액                        680                        625                        705

운영위험액                        645                        636                        615

- 2016년 1/4분기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42.8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급여력금액은 2조 2,669억으로 2015년 4/4분기 대비 1,081억 증가하였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9,335억으로 2015년 4/4분기 대비 222억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은 5.93%p 상승하였음

금리위험액                            -                            -                            -

- 2016년 1/4분기 지급여력비율은 242.83%이며, 2015년 236.90%, 2014년 236.21%로
  20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6년 1/4분기 지급여력비율은 2015년 대비
  5.93%p 상승, 이는 이익잉여금 증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에 기인함

- 2015년 지급여력비율은 2014년 대비 0.69%p 상승. 이는 보유 증대에 따른 보험리스크 증가,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및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증가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증가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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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경영현황 

48.06 (0.27)

주)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 제외 (보험미수금의 대상자산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35,886 42,331 (6,445)

위험가중자산(A) 3,548,942 3,255,345 293,597

총자산(B) 7,425,750 6,773,923 651,827

비율(A/B) 47.79

6,408,239 5,601,400 806,839

비율(A/B) 0.56 0.76 (0.20)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단위: 백만원, %, %p)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 2016년 1/4분기 부실자산비율은 0.56%로 전년동기 대비 0.20%p 감소

- 2016년 1/4분기 위험가중자산은 3조 5,489억원이며 총자산은 7조 4,258억원으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은 47.79%임. 전년동기 대비 총자산 증가로 위험가중자산 비율 0.27%p 감소

1. 부실자산비율

2. 위험가중자산비율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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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16 320

지역사회공익

글로벌 사회공헌

총 계

주1) 2016. 1/4분기(2016.3.31) 기준임
주2) 당사는 설계사 조직이 없음

설계
사

-

임직원

329

설계
사

-

임직원

320

(단위: 백만원, 명)

-

-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2016년도
1/4분기

(단위: 백만원, 명)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보호

소외계층지원

복지시설지원

75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당기
순이익

분 야

인원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기부(집행)

금액
주요 사회공헌

활동

문화예술지원

인원수

12

23

40

시간

X2

봉사시간봉사인원

임직원

16

설계
사

- 47,243

         -

설계사

         -

시간인원

-

75 32016

-

-

3. 사회공헌활동

주1) 2016. 1/4분기(2016.3.31) 기준임
주2) 당사는 설계사 조직이 없음
주3) 당기순이익 :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재난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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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단위 : 건)

비 고

비 고

-

-

-

4. 민원발생건수

주)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

-

-

구 분

민원 건수
환산 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자체민원

대외민원*

합 계

민원 건수
환산 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

-

전분기

-

전분기

1)  민원 건수 : 해당사항 없음

-

-

증감률
(%)

-

-

-

당분기

- - - - - -

구 분

보험모집

유지관리

2)    유형별 민원 건수 : 해당사항 없음

증감률
(%)

-

-

-

당분기

-

- - - - -

보상(보험금)

유지관리

유

형 - - - - - -

- - - - - -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

- - - - - -합 계

 대상기간 : 당분기(2016 1/4분기, 2016.1.1 ~ 2016.3.31)
                전분기(2015 4/4분기, 2015.10.1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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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주2)  평가손익은 세금전 손익임

주3)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임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 해당사항 없음

V.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

                               -

공정가액*

                         9,580

                       30,311

                               -

                            212

                       40,103

                               -

                               -

구  분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   계(A)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   계(B)

평가손익

                             41

                         1,870

                               -

                               -

                         1,911

                               -

                               -

                               -

                               -

                               -                                -

                       40,103                          1,911합       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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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12)

구분

재보험자산

3. 재보험자산의 손상 

손상사유*

거래사 신용도 하락 등

주1)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주2) 장부가액=재보험자산-손상차손 

16,894

전분기
(2015.12.31)

17,238

32

17,206

증감

손상차손

장부가액**

당분기
(2016.3.31)

                           -

                   46,910

                           -

                   46,910

당분기
(2016.3.31)

                   47,285

                           -

                   47,285

                           -

                           -

                           -

                   47,285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소 계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소 계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합 계                    47,285

구  분*

16,906

12

(단위 : 억원)

(332)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제2장(보험계약 분류 등)에 따른 구분
주2) 특별계정에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만 기재하고 나머지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기재
주3)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금액을 기재

(단위 : 억원)

                           -

계  정

일  반

특  별

합  계

2. 보험계약과 투자계약 구분 

전분기
(2015.12.31)

                   46,910

                           -

                   46,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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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28             28              1              1

      30,311

             -

      23,640

공정가액

       1,951

       5,041

      10,766

            18

             -

             -

레벨2*

       1,692

       5,086

       9,342

      20,291

            28

             -

      36,439

             -

            18              -

합계

       1,692

       5,086

       9,580

             -             28

       1,683

      25,323

             -

          238

       8,337

             -

             -

       8,575

             -

레벨3***

             -

             -

             -

      70,320

             -

             -

      28,635

             -

      23,552

      69,946

             -

            56

      19,709

            18

      18,863

      70,337

             -

            18             56

      19,709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주2) 기타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보험미지급금, 미지급금 등)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단위 : 억원)

      30,311

      70,337

구분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예치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예치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합계

(단위 : 억원)

금융
부채       19,653

       1,951

       5,041

      10,766

      28,635

             -

전분기
(2015.12.31)

장부가액

       1,692

       5,086

       9,580

      30,311

             -

      23,623

공정가액

       1,692

       5,086

       9,580

4. 금융상품 현황

금융
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합 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레벨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금융
자산

      23,532

      69,926

             -

공정가액 서열체계

구  분*

당분기
(2016.3.31)

장부가액

기타금융부채              -              -       18,844       18,844

합  계

             -

             -

      18,862

             -             18       18,844       18,862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직접적으로(예 :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공정가치 레벨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23,640       23,640

기타금융부채       18,845       18,844       1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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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잉여금

합  계

6. 대손준비금 등 적립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 정

주1)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주2)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 2에 따라 적립된 금액(손보만 해당) 

주3) 당분기말 = 전분기말+전입-환입 

(단위 : 억원)

당분기말
(2016.3.31)

              189

환입

            9,361

            9,550

             -

             -

             -

전입

             6

          226

          232

전분기말
(2015.12.31)

              183

            9,135

            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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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기법인세부채 29,540,726,932 26,379,566,233 3,161,160,699

   2. 이연법인세부채 296,060,869,884 279,671,060,429 16,389,809,455

   3. 순확정급여부채 14,891,689,023 14,293,969,839 597,719,184

   4. 그밖의기타부채 17,264,683,768 24,986,227,755 (7,721,543,987)

부채 총계 6,972,557,762,183 7,007,293,977,629 (34,736,215,446)

   4. 그밖의기타자산 25,359,615,505 9,616,821,597 15,742,793,908

자산 총계 9,049,046,088,850 9,022,682,324,816 26,363,764,034

부채

Ⅰ. 보험계약부채 4,728,537,818,698 4,691,049,255,953 37,488,562,745

Ⅱ. 금융부채 1,886,261,973,878 1,970,913,897,420 (84,651,923,542)

Ⅲ. 기타부채 357,757,969,607 345,330,824,256 12,427,145,351

Ⅵ. 무형자산 26,678,530,488 28,299,047,274 (1,620,516,786)

Ⅶ. 기타자산 1,777,403,550,937 1,788,498,747,473 (11,095,196,536)

   1. 재보험자산 1,689,411,975,569 1,720,627,384,844 (31,215,409,275)

   2. 구상채권 59,665,241,329 58,254,541,032 1,410,700,297

   3. 당기법인세자산 2,966,718,534 0 2,966,718,534

   5. 대출채권 77,478,975,724 77,628,158,778 (149,183,054)

   6. 수취채권 2,284,726,691,536 2,275,680,061,072 9,046,630,464

Ⅲ. 종속기업투자주식 21,188,823,314 21,188,823,314 0

Ⅳ. 유형자산 80,795,936,846 80,904,258,599 (108,321,753)

Ⅴ. 투자부동산 111,007,118,817 111,158,899,708 (151,780,891)

   1. 예치금 508,640,757,804 504,106,888,904 4,533,868,900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958,001,038,735 1,076,564,545,358 (118,563,506,623)

   3. 매도가능금융자산 3,031,124,120,505 2,863,475,002,816 167,649,117,689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2,758,148,242 62,083,192 2,696,065,050

                           (단위 : 원)

Ⅵ.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과 목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증 감(액)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169,242,395,902 195,115,808,328 (25,873,412,426)

Ⅱ. 금융자산 6,862,729,732,546 6,797,516,740,120 65,212,9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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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익잉여금 1,454,667,912,382 1,447,629,553,212 7,038,359,170

자본 총계 2,076,488,326,667 2,015,388,347,187 61,099,979,480

부채 및 자본 총계 9,049,046,088,850 9,022,682,324,816 26,363,764,034

자본

Ⅰ. 자본금 60,184,558,000 60,184,558,000 0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8,285,971,077 154,224,350,767 54,061,620,310

Ⅱ. 자본잉여금 176,375,241,632 176,375,241,632 0

Ⅲ. 신종자본증권 212,285,802,235 212,285,802,235 0

Ⅳ. 자본조정 (35,311,158,659) (35,311,158,6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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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12,939,902,605

188,099,336

Ⅴ. 영업외비용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Ⅶ. 법인세비용

Ⅷ. 당기순이익

Ⅸ. 기타포괄손익

Ⅸ. 총포괄손익 101,304,170,080

26,712,790,204

79,268,571,046

31,098,598

164,644,998

79,135,024,646

19,140,671,607

263,165,374,268

21,147,462,383

770,789,538 914,382,989

3,209,109

14,769,642,541

59,994,353,039

41,121,717,705

101,116,070,744

1,088,354,664,189

70,176,951,298

54,061,620,310

62,325,263,549

15,082,713,779

47,242,549,770

162,709,456

2016년도 1/4분기

1,973,868,997,872

1,578,157,526,489

(30,978,079)

(1,935,542)

254,033,581,334

21,080,895,070

증 감(액)

(85,223,359,185)

84,614,926,046

(167,764,295,734)

(11,182,311,081)

(7,503,425,563)

2,238,190,451

683,118,406

(11,131,830,876)

24,822,269,166

(68,442,640,625)

(41,958,538,603)

   2. 보험금비용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4. 사업비

   5. 손해조사비

(16,809,761,097)

(4,057,957,828)

(12,751,803,269)

   6. 재산관리비

   7. 이자비용

   8. 금융상품관련비용

   9. 기타영업비용

Ⅲ. 영업이익

Ⅳ. 영업외수익

8,315,201

14,034,463,301

41,651,420,827

62,487,852,486

120,519

(143,593,451)

5,106,092

(735,179,240)

14,938,630,623

(16,780,718,560)

   4. 수입경비

   5. 이자수익

   6. 배당수익

   7. 금융상품관련수익

   8. 기타영업수익

Ⅱ. 영업비용

   1. 재보험료비용

전년동기

2,059,092,357,057

1,493,542,600,443

410,261,966,485

11,182,311,081

75,729,724,227

242,497,670,751

0

68,226,298,664

23,182,881,537

5,445,432,577

18,641,194,898

37,717,992,956

1,911,381,145,386

412,071,704,381

(90,663,777,722)

40,916,351,429

9,131,792,934

66,567,313

20,944,691,086

4,762,314,171

29,773,025,774

12,895,723,790

1,979,823,786,011

454,030,242,984

1,179,018,441,911

29,260,599,869

과 목

Ⅰ. 영업수익

   1. 보험료수익

   2. 재보험금수익

   3. 보험계약부채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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