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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지점장 귀하
2017년 3월 9일

우리는 별첨된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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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
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
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본사의 지점 철수 계획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인 의문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이익에 의한 자금창출과 적절한 자본조달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회수되고 상환된다는 계
속기업가정의 사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적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 근거 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
의성으로 인하여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7년 3월 9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
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
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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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제 10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9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지점이 작성한 것입니다."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지점장 황 형 기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5 상진빌딩 9층
(02)327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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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10(당)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자

목

주석

(단위 : 원)
제10(당)기

제9(전)기

산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4,19,20

2,441,645,212

2,453,482,795

Ⅱ. 대여금및수취채권

5,19,20

150,000,000

295,036,718

Ⅲ. 유형자산

6

961,950

2,605,350

Ⅳ. 기타자산

7

19,852,230

23,249,870

2,612,459,392

2,774,374,733

자

산

부

총

계

채

Ⅰ. 보험계약부채

8

146,839,580

162,926,824

Ⅱ. 기타금융부채

9,19,20

321,920,540

345,982,884

Ⅲ. 충당부채

10

44,256,400

44,256,400

Ⅳ. 확정급여부채

11

747,134,118

1,311,971,767

Ⅴ. 기타부채

12

19,852,230

23,249,870

1,280,002,868

1,888,387,745

부

채

자

총

계

본

Ⅰ. 자본금

13

19,400,938,020

17,295,938,020

Ⅱ. 미처리결손금

13

(18,139,304,402)

(16,434,971,167)

70,822,906

25,020,135

1,332,456,524

885,986,988

2,612,459,392

2,774,374,733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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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제1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목

주석

(단위 : 원)
제10(당)기

Ⅰ. 영업수익

제9(전)기
19,268,129

1. 보험료수익

14

2. 보험금환입

15

3,000,000

-

3. 보험계약부채환입액

8

16,087,244

106,741,932

180,885

286,811

4. 이자수익

16, 21

-

110,249,355

Ⅱ. 영업비용

3,220,612

1,723,601,364

1,987,315,464

1. 보험금비용

15

-

2. 환급금비용

14

95,787,658

-

550,000

836,000

1,627,263,706

1,973,081,104

3. 손해조사비
4. 사업비

17

Ⅲ.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Ⅳ. 법인세비용

13,398,360

(1,704,333,235)
18

(1,877,066,109)

-

-

(1,704,333,235)

(1,877,066,109)

Ⅵ. 기타포괄손익

45,802,771

(35,689,405)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5,802,771

(35,689,405)

Ⅴ. 당기순손실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

45,802,771

Ⅶ. 총포괄손실

(35,689,405)
(1,658,530,464)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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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755,514)

자본변동표
제1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목

Ⅰ. 2015년 1월 1일 (전기초)

자본금

(단위 : 원)
미처리결손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160,938,020

(14,557,905,058)

1. 당기순손실

-

2. 기타포괄손익

-

총 계

60,709,540

663,742,502

(1,877,066,109)

-

(1,877,066,109)

-

(35,689,405)

(35,689,405)

2,135,000,000

-

-

2,135,000,000

Ⅱ. 2015년 12월 31일(전기말)

17,295,938,020

(16,434,971,167)

25,020,135

885,986,988

Ⅲ. 2016년 1월 1일(당기초)

17,295,938,020

(16,434,971,167)

25,020,135

885,986,988

1. 당기순손실

-

(1,704,333,235)

-

(1,704,333,235)

2. 기타포괄손익

-

-

45,802,771

45,802,771

2,105,000,000

-

-

2,105,000,000

19,400,938,020

(18,139,304,402)

70,822,906

1,332,456,524

총포괄손익:

소유주와의 거래:
1. 영업기금의 증가

총포괄손익:

소유주와의 거래:
1. 영업기금의 증가
Ⅳ. 2016년 12월 31일(당기말)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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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1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과

목

(단위 : 원)

제10(당)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38,969,331)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 손익조정항목
1. 이자수익
(3)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조정항목
1. 감가상각비
2. 퇴직급여
3. 보험계약부채환입액
(4) 자산부채의 증감
1. 보험미수금
2. 기타자산

제9(전)기
(1,665,966,892)

(1,704,333,235)

(1,877,066,109)

(180,885)

(286,811)

(180,885)

(286,811)

(249,669,942)

47,922,777

1,643,400

1,643,400

(235,226,098)

153,021,309

(16,087,244)

(106,741,932)

(162,834,406)

163,176,440

36,718

3,282

3,397,640

(1,998,210)

3. 보험미지급금

-

(3,533,247)

4. 기타금융부채

120,937,656

166,706,405

5. 확정급여부채

(283,808,780)

-

(3,397,640)

1,998,210

180,885

286,811

6. 기타부채
(5) 이자의 수취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보증금의 감소

145,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자본금의 증가

-

145,000,000

1,960,000,000

1,960,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Ⅱ＋Ⅲ)

2,135,000,000
2,135,000,000

(11,837,583)

469,033,108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53,482,795

1,984,449,687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41,645,212

2,453,482,79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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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16년 12월 31일 현재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

1. 회사의 개요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이하 "당 지점"이라 함)은 2007년 12월
7일 설립되어 보증보험 중 모기지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9,400,938,020원입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 지점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확정급여부채를 제외하고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 지점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 지점의 재무제표는 당 지점의 기능통화인 원
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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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
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
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
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
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 등에 포함되어 있습
니다.
- 주석 8: 보험계약부채
- 주석 10: 충당부채
- 주석 11: 확정급여부채

(5)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은 2017년 3월 9일입니다.

-9-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 지점이 채택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 지점은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분상
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당 지점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
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
지점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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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
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
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
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
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 지점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
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
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
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
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 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
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
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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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
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
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
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
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
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
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
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
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
제적효익이 당 지점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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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
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비품

5년

임차점포시설물

4년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
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 지점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
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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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금융자산의 손상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
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
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
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
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
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
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비파생금융부채
당 지점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
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
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
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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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
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
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
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
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
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
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
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 지점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
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
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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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
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
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
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0) 수익ㆍ비용의 인식
① 보험료 수익인식
당 지점은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다만, 보험료 연체의 사유로 보험계약 실효 및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편,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
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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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
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
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 지점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
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
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
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
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
감할 일시적차이 중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
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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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 지점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
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이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보험계약부채
당 지점은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및 환급금과 관련하여 소송에 계
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
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
액에 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
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
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 지점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
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각각 488,970원과 1,494,824원입니다.

②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
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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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당 지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보
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
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 부족분이 발생
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5) 보험금처리원가
보험금처리원가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
는 비용입니다. 당 지점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준비금(지
급준비금에 포함함)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6) 비상위험준비금
당 지점은 보증보험 종목에 대하여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이
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보험종목
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5%~100%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및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매기 누적하여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일
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전 당기순손실을 한도로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
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7) 대손준비금
당 지점은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
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
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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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보통예금

제9(전)기

2,441,645,212

2,453,482,795

5.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보험미수금

-

36,718

임차보증금

150,000,000

295,000,000

합 계

150,000,000

295,036,718

6.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당)기>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비품

145,062,521

144,100,571

961,950

임차점포시설물

198,093,884

198,093,884

-

합 계

343,156,405

342,194,455

961,950

<제9(전)기>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비품

145,062,521

(142,457,171)

2,605,350

임차점포시설물

198,093,884

(198,093,884)

-

합 계

343,156,405

(340,551,055)

2,6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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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 및 전기 유형자산의 과목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당)기>
(단위: 원)
구 분
비품

기 초

감가상각비

2,605,350

기 말

(1,643,400)

961,950

<제9(전)기>
(단위: 원)
구 분
비품

기 초

감가상각비

4,248,750

기 말

(1,643,400)

2,605,350

7. 기타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선급비용

19,8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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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전)기
23,249,870

8. 보험계약부채
(1) 당기 및 전기 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당)기>
(단위: 원)
구 분

기 초

지급준비금

전입(환입)액

기 말

4,863,693

87,498,390

92,362,08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58,063,131

(103,585,634)

54,477,497

합 계

162,926,824

(16,087,244)

146,839,580

<제9(전)기>
(단위: 원)
구 분

기 초

전입(환입)액

기 말

지급준비금

79,940,620

(75,076,927)

4,863,69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89,728,136

(31,665,005)

158,063,131

합 계

269,668,756

(106,741,932)

162,926,824

(2)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①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에 적용된 최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
다.
<제10(당)기>
구 분

경험률

산출근거

손해율

70%

예정손해율

사업비율

20%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40.7%

직전 5년간 지급보험금 대비 추산 손해조사비 비율

<제9(전)기>
구 분

경험률

산출근거

손해율

70%

예정손해율

사업비율

20%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29.2%

직전 5년간 지급보험금 대비 추산 손해조사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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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제10(당)기
구 분

추가적립전
장부가액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45,976,452

기준액
54,477,498

제9(전)기
추가적립전
장부가액

부족액(주1)
(8,501,046)

143,121,271

기준액
158,063,131

부족액(주1)
(14,941,860)

(주1) 당기 및 전기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여 당기 8,501,046원,
전기 14,941,860원을 보험부채로 추가 인식하였습니다.

9. 기타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보험미지급금(주1)
미지급금

제9(전)기
9,987,195

9,987,195

311,933,345

190,995,689

-

145,000,000

321,920,540

345,982,884

본지점계정대
합 계

(주1) 보험미지급금은 전액 미환급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충당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복구충당부채

44,256,400

당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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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전)기
44,256,400

11. 확정급여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747,134,118

제9(전)기
1,311,971,767

(2) 당기 및 전기 확정급여채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기 초

제10(당)기

제9(전)기

1,311,971,767

1,123,261,053

당기근무원가

125,969,665

119,960,323

이자비용

32,139,429

33,060,986

퇴직급여지급

(284,528,780)

-

과거근무원가

(393,335,192)

-

재측정요소

(45,082,771)

35,689,405

기 말

747,134,118

1,311,971,767

(3) 확정급여제도 관련 손익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당기근무원가

125,969,665

119,960,323

이자비용

32,139,429

33,060,986

과거근무원가

(393,335,192)

-

합 계

(235,226,098)

153,021,309

확정급여제도 관련 손익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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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재측정요소
재무적 가정의 변동

(5,939,242)

46,038,810

-

3,675,064

(39,143,529)

(14,024,469)

(45,802,771)

35,689,405

-

-

(45,802,771)

35,689,405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
경험조정
소 계
법인세효과
법인세효과 반영후 재측정요소

(5) 보험수리적 가정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 가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비 고

할인율

2.34%

2.24%

AAA0 회사채 수익률

미래임금상승률

2.50% + base-up

2.46% + base-up

보험개발원 Data에 기초

(6) 민감도 분석
당기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할인율
(단위: 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제10(당)기
747,134,118

1% 증가
706,963,246

1% 감소
791,059,165

② 임금인상률
(단위: 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제10(당)기
747,134,118

1% 증가
790,541,586

(7)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 만기는 7.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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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소
706,647,703

12. 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제10(당)기

예수금

제9(전)기

19,852,230

23,249,870

13. 자본
(1) 영업기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업법에 따라 자본금으로 간주되는 당 지점의 영업기금은
각각 19,400,938,020원과 17,295,938,020원입니다.

(2)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와 전기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내 용

제10(당)기

제9(전)기

처리예정일: 2017년 3월 30일

처리확정일: 2016년 3월 30일

Ⅰ. 미처리결손금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 당기순손실

18,139,304,402

16,434,971,167

16,434,971,167

14,557,905,058

1,704,333,235

1,877,066,109

-

-

18,139,304,402

16,434,971,167

Ⅱ. 결손금처리액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3) 비상위험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여 비상위험준비금 및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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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료수익(환급금비용)
당기 및 전기 보험료수익(환급금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원수보험료

10,746,225

19,670,124

해약환급금

(106,533,883)

(16,449,512)

합 계

(95,787,658)

3,220,612

15. 보험금비용(환입)
당기 및 전기 보험금환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원수보험금

-

17,698,360

보험금환입

(3,000,000)

(4,300,000)

합 계

(3,000,000)

13,398,360

16. 이자수익
당기 및 전기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현금및현금성자산

제9(전)기
18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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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11

17. 사업비
당기 및 전기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단기종업원급여

1,202,042,520

1,268,723,539

퇴직급여

(235,226,098)

153,021,309

966,816,422

1,421,744,848

감가상각비

1,643,400

1,643,400

지급임차료

297,561,792

295,972,259

수수료

226,891,944

89,718,696

접대비

71,239,859

57,858,116

통신비

22,985,410

43,528,310

여비교통비

3,559,509

17,805,102

차량유지비

20,776,500

24,573,623

기타

15,788,870

20,236,750

1,627,263,706

1,973,081,104

종업원급여

소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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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704,333,235

1,877,066,109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374,953,312)

(412,954,544)

19,584,511

13,623,471

355,368,801

399,331,073

법인세비용

-

-

유효세율

-

-

조정사항
비공제비용
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 효과

(2) 당 지점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한 일시
적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월결손금
합 계

제9(전)기

975,704,427

1,427,689,917

12,805,092,914

10,782,877,463

13,780,797,341

12,210,5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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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융위험 관리
19-1 위험관리 개요
(1) 위험관리 정책
당 지점은 시장, 신용, 금리, 보험, 운영리스크 등 중요한 리스크의 인식, 측정, 평가,
통제,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의 이익 및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
당 지점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절차
① 위험의 인식
당 지점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신용, 금리, 보험, 유동성, 운영 및 전
략 등을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시장, 신용, 금리, 유동성, 보험리스크는 재무
리스크로, 운영 및 전략리스크는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위험의 측정 및 평가
시장, 신용, 금리, 보험, 운영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정상적 상황 하의
최대 예상손실액과 스트레스 상황 하의 최대 예상손실액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고 있
습니다. 유동성리스크는 최저 유동성 한도를 설정하여 유동성리스크의 적정 수준 여
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위험의 통제
당 지점은 위험통제를 위하여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이의 초과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한도를 조정하거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당 지점 위험의 통제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미국 본사와 연계된 리스크위원회와 리스크관리 실무조직 및, 외부 계리법인과의 상
호 논의 및 검토 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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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의 모니터링 및 보고
당 지점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회사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월별, 분기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경영진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조직의 구조와 기능
① 리스크위원회
미국 본사와 연계된 리스크관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리스크에 기초한 회사의 주요 경영전략, 회사의 리스크 한도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② 리스크관리 실무조직
리스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분류

담당 부서
본사 담당 조직

지점 담당 조직

시장리스크

Risk/Finance/Investment

Finance

신용리스크

Risk/Finance/Investment

Finance

금리/유동성리스크

Risk/Finance/Investment

Finance

보험리스크

Risk/Finance/Product Development

Finance/Operations

운영/전략리스크

Operations/Business Development

Finance/Operations

19-2 보험위험
(1) 보험위험의 개요
보험위험은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 보험가격위험이란 보
험료 산출시 책정된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즉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며, 준비금위험이란 평가시점에 적립한 준비금이 부족하여 장래의 실제보험
금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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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위험 인식 및 관리 방법
당 지점은 2009년 4월 시행된 RBC 제도에 대응하고자 리스크관리실무조직에서 매
월 RBC 기준의 보험가격리스크와 준비금리스크를 산출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3)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 현황
당 지점은 RBC기준에 따라 보험가격위험의 익스포져는 직전1년간의 보유보험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는 없습니다.

(4) 보험위험의 집중
당 지점은 현재 보증보험 중 모기지보험 계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 보험위험의 민감도분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민감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당)기>
(단위: 원)
구 분

변동액
LAT기준액

보험부채

세전이익

자본

손해율 5% 상승

3,234,443

3,234,443

(3,234,443)

(3,234,443)

사업비율 5% 상승

2,298,823

2,298,823

(2,298,823)

(2,298,823)

<제9(전)기>
(단위: 원)
구 분

변동액
LAT기준액

보험부채

세전이익

자본

손해율 5% 상승

5,009,245

5,009,245

(5,009,245)

(5,009,245)

사업비율 5% 상승

7,156,064

7,156,064

(7,156,064)

(7,156,064)

(6) 보험계약의 신용위험
보험계약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인 재보험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채무불이행 등
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당 지점은 당
기말 현재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보험거래로 인한 신용위험 노출
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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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신용위험
(1) 신용위험 최대 노출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 지점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제9(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2,441,645,212

2,453,482,795

대여금및수취채권

150,000,000

295,036,718

2,591,645,212

2,748,519,513

합 계

(2) 금융자산의 손상정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손상 여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제10(당)기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제9(전)기

2,591,645,212

2,748,519,513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

손상된 금융자산

-

-

총장부금액

2,591,645,212

2,748,519,513

대손충당금

-

-

순장부금액

2,591,645,212

2,748,519,513

19-4. 유동성위험
(1) 유동성위험의 개요
유동성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나 해약률 증가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
동으로 유동성 과부족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목적은 자산과 부채 만기구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2) 유동성위험 관리
당 지점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기간의 불일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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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만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당)기>
(단위: 원)
구 분
기타금융부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295,780,226

3개월 초과 ~
1년 이하

26,140,314

1년 초과 ~
5년 이하
-

합 계
-

321,920,540

<제9(전)기>
(단위: 원)
구 분
기타금융부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19,589,155

3개월 초과 ~
1년 이하

181,393,729

145,000,000

1년 초과 ~
5년 이하

합 계
-

345,982,884

상기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 지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5.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주가, 환율 및 이자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가능성
을 말합니다.

당 지점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러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9-6. 자본적정성 평가
(1) 자본 적정성 평가 개요
자본 적정성 평가란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산과 부채로 인
해 부담하게 되는 요구자본 규모와 실제 사용가능한 가용자본의 규모를 비교하여, 적
정 자본을 보유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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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 적정성 평가 측정 및 관리방법
당 지점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시행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에 기초해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는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
며, 미달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구분

지급여력비율

개선조치

경영개선권고

50% 이상 100% 미만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0% 이상 50% 미만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경영개선명령

0% 미만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당기말 현재 당 지점은 감독기관에서 규정한 지급여력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공정가치 산출 방법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장부가액
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
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
출합니다. 다만,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
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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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장부가액 및 공정가치 내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0(당)기
장부가액

제9(전)기

공정가치

장부가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2,441,645,212

2,441,645,212

2,453,482,795

2,453,482,795

대여금및수취채권

150,000,000

150,000,000

295,036,718

295,036,718

2,591,645,212

2,591,645,212

2,748,519,513

2,748,519,513

321,920,540

321,920,540

345,982,884

345,982,884

합 계
기타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
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당)기>
(단위: 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441,645,212

-

-

2,441,645,212

대여금및수취채권

-

-

150,000,000

150,000,000

2,441,645,212

-

150,000,000

2,591,645,212

-

-

321,920,540

321,920,540

합 계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제9(전)기>
(단위: 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453,482,795

-

-

2,453,482,795

대여금및수취채권

-

-

295,036,718

295,036,718

2,453,482,795

-

295,036,718

2,748,519,513

-

-

345,982,884

345,982,884

합 계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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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기 및 전기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당)기>
(단위 : 원)
구 분

이자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180,885

<제9(전)기>
(단위 : 원)
구 분

이자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286,811

2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보험약정
당기말 현재 당 지점이 고객과의 각종 보험계약에 의거 약정한 총 보유계약액은 2,16
8,605,000원입니다.

(2) 재보험약정
당기말 현재 당 지점이 체결한 재보험협약은 없습니다.
23. 특수관계자 거래
(1) 당기말 현재 당 지점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관

Genworth Financial Inc.

계

최상위회사

Genworth Mortgage Holdings, LLC

지배회사

Genworth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

본

점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Genworth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

본지점계정대

- 37 -

제10(당)기

제9(전)기
-

14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