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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약재무정보 

 

1. 요약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주 )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증감(액)

1. 현금및예치금 16,427                       15,107                       1,320                         

2. 유가증권 30,169                       30,091                       78                              

3. 고정자산 353                            308                            45                              

4. 기타자산 3,468                         24,716                       (21,248)                      

자산총계 50,417                       70,222                       (19,805)                      

1. 책임준비금 12,522                       13,109                       (587)                           

2. 기타부채 7,509                         28,390                       (20,881)                      

부채총계 20,031                       41,499                       (21,468)                      

1. 영업기금 25,000                       25,000                       -                             

2. 이익잉여금 5,347                         3,701                         1,646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                              22                              17                              

자본총계 30,386                       28,723                       1,663                         

부채와자본총계 50,417                       70,222                       (19,805)                      

구분 2016년도 3/4분기 전년동기 증감(액)

1.  경과보험료 25,761                     29,543                    (3,782)                     

2.  발생손해액 17,995                     21,641                    (3,646)                     

3.  순사업비 6,558                       6,877                      (319)                        

4.  보험영업이익 1,208                       1,025                      183                         

5.  투자영업이익 457                          654                         (197)                        

6.  영업외이익 (1)                             2                             (3)                            

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664                       1,682                      (18)                          

8.  법인세등 18                            -                              18                           

9.  당기순이익 1,646                       1,682                      (36)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1,646                         803                          843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후 당기순이익)

-                                878                          (878)                          

10.기타포괄손익 17                            68                           (51)                          

11.총포괄손익 1,663                       1,74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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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실적 

 

-  하노버재보험(주)한국지점은 지속적인 고객가치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니즈에 부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년도 3/4 분기 당사의 사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재보험료  

 

-   당사의 2016 년도 3 분기 수재보험료는 25,892 백만원 입니다.  

                                                                                     (단위: 백만원)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2.   수재보험금 

 

-   당사의 2016 년도 3 분기 수재보험금은 18,685 백만원 입니다.  

                                                                                     (단위: 백만원)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3.   사업비 (순사업비) 

 

- 2016 년 3 분기 순사업비는 6,558 백만원으로 수재보험관련 수수료(5,244 백만원)와 

사업제경비(1,315 백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백만원)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III. 주요경영효율지표 

   

1.   손해율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2016 년 3/4 분기의 손해율은 69.86% 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39%p 감소한 수치로 

발생손해액과 경과보험료 모두 2015 년 3/4 분기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분 2016년도 3/4분기 전년동기 증감(액)

수재보험료 25,892                     27,484                    (1,592)                     

구분 2016년도 3/4분기 전년동기 증감(액)

수재보험금 18,685                     21,707                    (3,022)                     

구분 2016년도 3/4분기 전년동기 증감(액)

순사업비 6,558                       6,877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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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p)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2.   사업비율 (순사업비/보유보험료) 

 

-  2016 년 3/4 분기의 사업비율은 25.33% 입니다. 사업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1%p 증가하여 큰 차이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 %p)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3.   자산운용율, 자산수익율, 운용자산이익율 

 

-  당사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 년 9 월말 현재 당사 운용자산의 

대부분은 정기예금(13,000 백만원) 및 매도가능증권 (특수채 20,071 백만원, 국채 

10,098 백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2016 년도 3/4 분기 자산운용율은 92.42%이며, 자산수익율은 1.01% 입니다. 당기 총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753 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은 1,692 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자산운용율이 2%p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영업손익은 전년 동기 보다 198 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결과 당 

분기의 자산수익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7%p 하락 하였습니다.  

 

- 지난해 대비 낮게 형성된 시장금리는 투자영업손익을 전년 동기간 대비 250 백만원 

감소하도록 야기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2,857 백만원 증가한 경과운용자산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이익율은 전년 동기 대비 0.68%p 하락한 1.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 %, %p)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17,995                     21,641                    (3,646)                     

경과보험료(B) 25,761                     29,543                    (3,782)                     

손해율(A/B) 69.86                       73.25                      (3.39)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6,558                       6,877                      (319)                        

보유보험료(B) 25,892                     27,482                    (1,590)                     

사업비율(A/B) 25.33                       25.02                      0.31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운용율 92.42                       90.4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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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p)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단위: 백만원, %, %p) 

 
주 1)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주 2) 운용자산이익율 = 직전 1 년간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 X 100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전년동기말운용자산 -직전 1 년간 투자영업이익) ÷ 2 

 

 

4.   RoA, RoE 

 

-  당 분기 당기순이익 1,646 백만원 달성으로 RoA 는 3.64%, RoE 는 7.42%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RoA 는 0.15%p, RoE 는 1.59%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 년도 

3/4 분기는 2015 년도 3/4 분기 대비 총자산이 1,191 백만원, 자기자본이 4,655 백만원 증가 

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36 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 %, %p)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단위: %, %p)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5.   자본의 적정성 

 

1) B/S 상 자기자본 

 

-  하노버재보험(주)한국지점은 2008 년 5 월 한국 재보험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 때 독일 

본사로부터 최초 영업기금 250 억원을 자본금으로 받았습니다. 2016 년도 9 월말 현재 당사는 

이익잉여금 53 억원 달성으로 총 304 억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수익율 1.01                         1.48                        (0.47)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646                          896                         (250)                        

경과운용자산(B) 45,427                     42,570                    2,857                      

운용자산이익율(A/B) 1.42                         2.10                        (0.68)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A(Return on Assets) 3.64                         3.79 (0.15)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Return on Equity) 7.42                         9.0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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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 지급여력비율 (RBC 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7 조 3 의 [별표 2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2016 년도 3/4 분기 지급여력금액은 306 억원,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은 147 억원으로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8.36%을 나타냅니다. 이는 2016 년도 2/4 분기 대비 5.57%p, 

2016 년도 1/4 분기 대비 7.4%p 증가한 비율입니다. 3 분기 동안의 꾸준한 지급여력비율 

증가는 영업이익에 따른 개선 된 지급여력금액 때문입니다. 당 분기의 지급여력금액은 

전분기와 전전분기 대비 각각 9 억원, 19 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억원, %)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 

 

 

3) 최근 3 개 사업연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 당 분기 지급여력비율은 208.36%으로 2015 년도 201.72% 대비 6.64%p 증가하였으며, 

2014 년도의 178.69% 대비 29.67%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성공적인 

재보험 사업 결과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꾸준히 개선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6년도 2/4분기 2016년도 1/4분기

자본총계 30,385                      29,499                      28,548                      

   자본금 25,000                      25,000                      25,000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5,347                        4,442                        3,522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                             56                             26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6년도 2/4분기 2016년도 1/4분기

지급여력비율(A/B) 208.36 202.79 200.96

   지급여력금액(A) 306                           297                           287                           

   지급여력기준금액(B) 147                           146                           143                           

         보험위험액 140                           140                           136                           

         금리위험액 -                            -                            -                            

         신용위험액 5                               4                               4                               

         시장위험액 -                            -                            -                            

         운용위험액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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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주 1) 모든 항목 K-IFRS 기준 

주 2) ‘당 분기’와 2015 년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7 조의 3 의 2015.7.8 개정된 [별표 22]의 

산출기준을 따르며, 2014 년도는 2014.12.26 개정된 [별표 22]의 산출기준에 따름 

 

 

IV. 기타경영현황 

 

1.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가중부실 자산 현황과 비율 

 

-  2016 년도 3/4 분기 당사의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은 총 31,741 백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정상분류 자산이며 가중부실자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기의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은 

2015 년도 3/4 분기 대비 170 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보험 미수금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단위: 백만원, %, %p)                                                                                                                                 

 
주)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2. 총자산 (미상각신계약비 등 제외), 위험가중자산 현황과 비율 

 

- 2016 년도 3/4 분기 총자산 49,354 백만원(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전 기준, 

재보험자산 및 보험미수금의 대상자산은 거래처별 관련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중 

위험가중자산은 4,743 백만원입니다. 보험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당 분기 위험가중 

자산과 총자산은 2015 년도 3/4 분기 대비 각각 447 백만원과 1,892 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 당기의 위험가중자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56%p 증가한 9.61%입니다.  

(단위: 백만원, %, %p)                                                                                                                                 

 
주)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 자산 제외 

 

 

구분 당분기 2015년도 2014년도

지급여력비율(A/B) 208.36                      201.72 178.69

   지급여력금액(A) 30,587                      28,921                      24,021                      

   지급여력기준금액(B) 14,680                      14,337                      13,443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31,741                     31,571                     170                          

비율(A/B) -                               -                               -                               

구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위험가중자산(A) 4,743                       4,296                       447                          

총자산(B) 49,354                     47,462                     1,892                       

비율(A/B) 9.61                         9.05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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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명) 

 
      

 

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   당사는 현재 동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주) 2016 년 3/4 분기(2016.9.30) 기준임 

 

 

4.  민원발생 건수 - 해당 사항 없음 

 

1) 민원 건수 - 해당 사항 없음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16년도 

3/4분기
                -          -  X          -          -          -          -         9          -     1,646 

⑦당기 

순이익
구분

⑤봉사시간 ⑥인원수④봉사인원①사회공헌

기부금액

②전담 

직원수

③내규화

여부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공익 -                       -                    -            -            -            -            

문화∙예술∙스포츠 -                       -                    -            -            -            -            

학술∙교육 -                       -                    -            -            -            -            

환경보호분야 -                       -                    -            -            -            -            

글로벌사회공헌 -                       -                    -            -            -            -            

공동사회공헌 -                       -                    -            -            -            -            

서민금융 -                       -                    -            -            -            -            

기타 -                       -                    -            -            -            -            

-                    -            -            -            -            총계

설계사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 

(집행)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합계

구분
민원건수

비고

자체민원

대외민원*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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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 2) 보유계약 산출기준: ‘가’ + ‘나’ 

 가: 업무보고서 AⅠ059 장표 상의(일반계정+특별계정Ⅰ) - (일반계정 3. 자동차) + (특별계정Ⅱ 35. 

퇴직유배당) + (특별계정Ⅱ 36. 퇴직무배당) 

 나. 업무보고서 AⅠ060 장표 상의 자배책보험 

 

2) 유형별 민원 건수 - 해당사항 없음 

 
 

 

V. 재무에 관한 사항 

 

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 당사는 현재 매도가능증권 302 억원을 일반계정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억원) 

 
주 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 2)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임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보험모집 0 0 0 0 0 0

유지관리 0 0 0 0 0 0

보상 (보험금)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유형

비고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당)

합계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계 (A)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계 (B)

-                                         -                                         

구분 공정가액 평가손익

일반계정

-                                         -                                         

302                                    

-                                         -                                         

302                                    

-                                         

-                                         -                                         특별계정

-                                         -                                         

-                                         

-                                         -                                         

-                                         -                                         

-                                         -                                         

합계 (A+B)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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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본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 2016 년 9 월말 현재 당사의 보험계약부채는 지급준비금(105억원)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 

(20억원)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투자계약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억원) 

 
주 1) 모든 항목 K-IFRS 기준임 

주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제 2 장(보험계약 분류 등)에 따른 구분 

 

 

3. 재보험자산의 손상 

 

-   당사는 본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금융상품 현황 

 

 -   당사는 2016 년 9 월말 현재 금융자산으로 매도가능증권 302 억원, 대여금 및 수취채권 

164 억원과 기타금융부채 73 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미수금과 재보험 미지급금의 

정산으로 인하여 전 분기 대비 당 분기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24 억원, 기타금융부채는 

18 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소계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소계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합계

-                                         -                                         

계정 구분
당분기 

(2016.9.30)

전분기 

(2016.06.30)

합계

125                                    127                                    

-                                         -                                         

125                                    127                                    

125                                    127                                    

특별

-                                         -                                         

-                                         -                                         

-                                         -                                         

일반

12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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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주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주 2) 기타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임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  당 분기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 레벨 1 에 해당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30,169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주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공정가치 레벨 1 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주 3)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 

 

 

6. 대손준비금 등 적립 

 

-   대손준비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16 년 9 월말 현재 당사는 이익잉여금 부족 등으로 인해 적립해야 할 비상위험준비금 

(9,535 백만원) 중 일부(비상위험준비금 5,347 백만원)만 적립하고 있어 향후 이익잉여금 

발생시 비상위험준비금 (4,188 백만원)을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302             302             302             302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164             164             188             188             

합계 466             466             490             49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73               73               91               91               

합계 73               73               91               91               

금융자산

금융부채

구분

당분기

(2016.9.30)

전분기 

(2016.06.30)

레벨1주1) 레벨2주2) 레벨3주3)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30,169        -                  -                  30,169        

합계 30,169        -                  -                  30,169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항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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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주 1) 보험업감독규정 제 7-4 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주 2) 보험업감독규정 제 6-18 조의 2 에 따라 적립된 금액 

주 3) 당분기말=전분기말+전입-환입 

 

 

7.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   당사는 본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현행 추정가정에 중요한 변동이 없으므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2) 현행추정 가정의 변화수준 및 변화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재평가 실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VI. 재무제표   

 

전분기말 
(2016.6.30)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16.9.30)

대손준비금주1) -                  -                  -                  -                  

비상위험준비금주2) 4,442          905             -                  5,347          

합계 4,442          905             -                  5,347          

계정

이익잉여금

유배당

무배당

유배당

무배당

평가대상
준비금

(A)

잉여(결손)
금액

(C=A-B)

LAT평가액
(B)

구분

금리
확정형

금리
연동형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외)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포함)

합계

자동차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