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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억원,%)

업종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카드

신용판매
일시불 239,138 78.8 203,397 74.0

할부 32,669 10.8 30,771 11.2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15,046 5.0 15,487 5.6

장기카드대출(카드론) 12,627 4.2 22,834 8.3

계 299,480 98.7 272,489 99.1

리스

금융 - - - -

운용 - - - -

계 - - - -

할부금융 3,752 1.2 1,462 0.5

신기술
금융

투자융자

회사분
투자 - - - -

대출금 - - - -

조합분
투자 - - - -

대출금 - - - -

계 - - - -

팩토링 - - - -

대출금 269 0.1 948 0.4

기타 부수업무 - - - -

합계 303,501 100.0 274,899 100.0



부문별 영업실적

(단위: 억원)

구분

신용판매 카드대출

총계
일시불대급금 할부대급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개인 법인
구매
전용

계 개인 법인
구매
전용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대환 대환

국내회원의
국내사용

147,609 79,709 6,451 233,770 30,705 1,963 - 32,669 14,992 - - 14,992 12,627 206 - 12,627 294,057

국내회원의
해외사용

3,431 1,938 - 5,369 - - - - 52 - 3 54 - - - - 5,423

국내회원의
이용실적계

151,040 81,647 6,451 239,138 30,705 1,963 - 32,669 15,044 - 3 15,046 12,627 206 - 12,627 299,480

구분 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계

해외회원의 국내이용실적 계 12,811 428 13,240

구 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내구재

자동차 3,752 100.0 1,462 100.0

가전제품 - - - -

기타 - - - -

소계 3,752 100.0 1,462 100.0

주택 - - - -

기계류 - - - -

기타 - - - -

합계 3,752 100.0 1,462 100.0

(단위: 억원,%)



영업수익 발생원천별 실적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

이자수익

예치금 이자 16 2 1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 주1) 2,611 2,995 △384

기타 이자수익 13 17 △4

소계 2,640 3,014 △374

수수료수익

신용카드 수수료수익 3,600 3,326 274

기타 수수료수익 4 0 4

소계 3,604 3,326 278

기타 영업수익 주2) 576 283 293

총계 6,820 6,624 196

(단위: 억원)

주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 신용카드자산이자, 일반대출채권 이자, 할부금융자산 이자, 기타대출채권 이자 등
주2) 기타 영업수익: 대출채권매각이익, 외환거래이익, 당기손익금융자산관련이익 등





자본의 적정성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

자본금 13,301 13,301 -

자본잉여금 170 170 -

이익잉여금 (연결결손금) 8,238 5,968 2,270

자본조정 -30 -30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54 -206 52

합계 21,525 19,203 2,322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

자본적정성
조정자기자본비율 22.36 22.22 0.14

단순자기자본비율 18.80 18.61 0.19

(단위: 억원)

(단위: %)



수익성☞건전성

(단위: %)

(단위: %)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

총자산순이익률 2.25 3.05 △0.80

총자산경비율 2.58 2.61 △0.03

수지비율 78.24 74.08 4.16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01 100.01 -

손실위험도 가중 부실채권 비율 0.44 0.67 △0.23

자기계열여신비율 0.00 3.83 △3.83

고정이하 채권비율 0.60 1.00 △0.40

연체채권비율 1.12 1.23 △0.11



유동성

조직 업무

자금관리 관련부서
- 유동성 위기 발생시 대응방법 및 자금조달 가능 규모 등 비상조달 계획 수립 및 관리

- 유동성 관리 (관리지표 현황, 변화추세, 변동성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부
- 위기상황관리체계 및 위기대응 Action Plan 관리

- 위기 수준별 판단 지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위기상황관리
실무협의회

- 구성 : 위험관리책임자(의장), 리스크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전략기획부장, 신용관리부장, 마케팅추진부장,

영업지원부장, 기업사업부장, 재무관리부장, 채권관리부장, 금융사업부장

- 소집 : 위기상황 ‘주의’ 단계 이하 또는 리스크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

- 위기상황 현상 진단, 비상계획 대책 수립 및 실행

기타 관련 부서
- 각 관련부서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마련 및 상황 보고

- 위기상황발생시 담당하는 Action Plan 실행



유동성

지표 내용

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차입과목별, 거래기관별 비중(단일기관 50%이하)

부채 만기별 편중도 잔존만기 1년이하 차입금 / 총차입금 비중(50% 이하)

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차입과목별 잔액 / 총차입금 비중 (회사채 90% 이하, 전단채 등 타 조달수단 각 30% 이하)

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해외차입 잔액 / 총차입금 비중(해외 20% 이하)

유동성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사항 실행방안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 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① 위기상황 분석시 회사고유, 시장전반, 상호결합 시나리오 설정

및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수행

② 위기상황 분석시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요소를 반영

③ 전사위기상황 수준판단결과 모니터링 수행

④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시장·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자산·부채의 구성
⑤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모니터링 및 보고(리스크관리위원회)

자금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자금조달 만기 분산

기타 회사의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 위기상황 분석 결과 및 비상조달계획을 유동성리스크관리 전략

수립시 연계

⑦ 비상조달계획에 명시(3단계 이상 식별방법, 단계별 구체적 대응

조치, 관련부서간 역할 및 책임)



유동성

단계 주요조치사항

1단계: 경계

① 위기상황관리실무협의회 소집
• 위기상황 진단 및 기 수립된 유동성 위기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점검
• 필요시 추가 비상계획 논의

② 기타 조치사항
• 자금조달 여력 확보 및 보유 유동성 추가 확대 검토

2단계: 주의

① 위기상황관리실무협의회 소집: 1단계와 동일
② 기타 조치사항

• 자금조달 여력 확보 및 보유 유동성 추가 확대
• 대응계획 위험관리책임자 보고 및 경영진에 유동성 관리 현황 보고

3단계: 심각

① 위기상황관리실무협의회 소집
• 위기상황 진단 및 기 수립된 유동성 위기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점검
• 비상계획 수립 및 이행내용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보고

② 기타 조치사항
• 장기자금 확보 적극 추진 및 유동성 지속 확보
• 대응계획 위험관리책임자 보고 및 경영진에 유동성 관리 현황 보고

4단계: 위기징후

① 위기상황관리실무협의회 소집: 3단계와 동일
② 기타 조치사항

• 장단기 구분 없는 전방위적 자금 조달을 통한 보유 유동성 확대
• 대응계획 위험관리책임자에 매일 보고
• 경영진에 유동성 관리 현황 보고

5단계: 위기

① 위기상황관리실무협의회 소집: 4단계와 동일
② 기타 조치사항

• 장단기 구분 없는 전방위적 자금 조달을 통한 보유 유동성 확대
• 전략적 자본 확충안 적극 실행검토
• 대응계획 위험관리책임자에 매일 보고
• 경영진에 유동성 관리 현황 매일 보고



유동성

구분 설명

회사고유

유동성 위기

¶(단기자금) 단기자금 조달 채널 확대(기존 + 자산운용사)

¶(장기자금) 중개기관(증권사) 협의강화, 신평사 대상 IR부분적 실행

시장전반

유동성 위기

¶(단기자금) 단기차입 비중 Guide-line(15%) 초과 허용

¶(장기자금) 전방위 회사채 발행 협의 강화, 연기금/은행 대상 집중 IR 및 발행 협의

상호결합

유동성 위기

¶(단기자금) 장기차입 미달에 대비한 Committed-line 최대 확보

¶(장기자금) 회사채 발행 지속, 지주/은행 공조한 전 금융기관 대상 장기자금 확보시도

※ 회사고유: 시장 유동성은 문제없으나, 회사 자체만 유동성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시장전반: 회사 자체의 유동성은 문제가 없으나,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된 경우 / 상호결합: 위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단계 주요조치사항(단기자금) 주요조치사항(장기자금)

경계

• 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 Credit-line 확대 가능 여부 타진(국내/외국계 은행)
• 단기자금 조달 채널 커뮤니케이션 강화
• 월말 현금성자산 잔액 3,500억원 이상 유지

• 중개기관(증권사) 협의 강화
• 장기회사채 추가 발행
• 신용평가사 통한 정보 수집 (등급변동 이슈 밀착 관리)
• 회사채 최종투자자 대상 직접 IR 실행 대비 리스트업
• ABS 발행 대비 거래기관 발행한도 모니터링

주의

• 금융시장 동향 및 정책기관 정책 모니터링 강화
• Credit-line 확대 및 일부 Committed-line 전환
• 단기자금 조달 채널 대상기관 검토
• 월말 현금성자산 잔액 4,000억원 이상 유지

• 중개기관(증권사) 협의 강화
• 장기회사채 추가 발행
• 신평사 대상 IR 실행 (등급변동 이슈 밀착 관리)
• 회사채 최종투자자 대상 직접 IR 실행
• ABS 발행 가능 자산 파악 및 발행 관련기관 협의 진행

심각

• 기보유 잔여 Credit-line 단계별 소진
• Credit-line 확대 및 Committed-line 최대 전환
• 단기CP/전단채 비중 15% 초과 허용
• 단기자금 조달 채널 확대(기존+자산운용사)
• 월말 현금성자산 잔액 5,000억원 이상 유지

• 전방위 회사채 발행 협의 강화
(이표/복리, 공/사모 등 발행 조건 Open 협의)

• IR 전담인력 추가 및 투자기관 직접 관리 강화
• ABS 발행 (보유자산을 활용한 장기자금 확보)

위기징후

• 담보제공을 통한 하나은행 C/L 확보 추진(담보가능자산 검토)
• 단기CP/전단채 등 단기차입 비중 점진적 증대
• 단기자금 조달 채널 확대

- 기존+은행/증권사 Retail 판매채널
• 최대유동성 확보 위해 조달 편중도 관리 지표 조정

- 자금조달 상대방별, 부채 만기별, 수단별, 시장별

• 전 채널 활용한 회사채 발행 지속
• 전 금융업종(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대상 신용공여한도 확보
• 유동화가능 자산 최대 활용한 ABS 추가 발행
• 보유자산 매각 추진 (가능자산 선정 등 절차 진행)

위기
• 기 보유 잔여 Credit-line 전액 소진
• 담보제공을 통한 하나은행 C/L 추가 확보 추진
• 단기차입 비중 상향 조정 후 전채널 단기조달을 통한 유동성 최대 확보

• 전 채널 활용한 회사채 발행 지속
• 지주/은행 공조한 전 금융기관 대상 장기자금 확보
• 보유자산 매각 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

유동성



유동성

구분 지표 상세내용

자금조달

편중도 관리

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차입과목별, 거래기관별 비중(단일기관 50%이하)

부채 만기별 편중도 잔존만기 1년이하 차입금 / 총차입금 비중(50% 이하)

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차입과목별 잔액 / 총차입금 비중 (회사채 90% 이하, 전단채 등 타 조달수단 각 30% 이하)

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해외차입 잔액 / 총차입금 비중(해외 20% 이하)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자산·부채 항목별 만기 분포도 및 GAP 현황(연결기준)

회사채 발행만기 월별 분포 월별 발행만기 기준 신규회사채 분포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 양질의 유동성 자산주1) / 1개월이내 원화유동성부채

단기 조달 비중 발행만기 1년 이내 차입 잔액 / 총차입금 비중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여/부(국가 신용등급 하락, 동종업계 신용등급 하락 또는 등급전망 악화)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위축 특이사항 유무(카드채 수급 및 자금시장 상황)

신용스프레드의 급격한 상승 여/부(3년 카드채-국고채 금리, 전월비 20bp이상 상승)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여/부(월 평균 조달Cost, 전월비 20bp이상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여/부(상황 발생시 세부내역 확인)

거래 금융회사의 대출약정 취소,

만기연장 거절, Credit-line 축소 등
여/부(Credit-line 연장 및 변동상황 확인)

주1)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10조 4항에서 규정하는 ‘양질의 유동성자산’.



유동성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

유동성

유동성자산
비율

원화 유동성자산 62,936 56,421 6,515

원화 유동성부채 15,703 16,804 △1,101

원화 유동성비율 400.8 335.8 65

즉시가용유동성
비율

즉시가용유동성자산 12,176 9,890 2,286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3,200 4,600 △1,400

즉시가용유동성비율 380.5 215.0 165.5

단기조달비중

단기조달잔액 7,000 3,600 3,400

총조달잔액 66,915 59,515 7,400

단기조달비중 10.5 6.0 4.5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

신용카드채권 수익률 4.08 1.31 2.77

국고채 수익률 3.01 0.95 2.06

신용스프레드 1.08 0.35 0.73

- 해당사항 없음



유동성
(단위: 억원)

구분 1~ 7일이내 1~ 30일이내 1~ 90일이내 1~ 180일이내 1~ 1년이내 1~2년이내 2년초과 합계

자산
(관리)

원화
자산

현금과 예치금 1,588 1,588 1,598 1,598 1,598 1,598 0 1,598 
유가증권 5,739 5,739 5,739 5,739 5,739 5,739 - 5,739 
카드자산 5,910 41,312 53,912 61,081 68,254 76,207 5,831 82,038 

할부금융자산 31 133 402 808 1,625 3,260 3,416 6,676 
리스자산 - - - - - - - -

신기술금융자산 - - - - - - - -

대출
채권

콜론 - - - - - - - -
할인어음 - - - - - - - -
팩토링 - - - - - - 0 0 

대여금

가계대출금 5 20 61 125 226 329 191 520 
기타대출금 - - - - - - - -

소계 5 20 61 125 226 329 191 520 
기타 - - - - - - 1,113 1,113 
소계 5 20 61 125 226 329 1,304 1,634 

기타 원화자산 733 1,212 1,224 1,460 1,460 1,460 5,044 6,504 
원화자산총계 14,006 50,004 62,936 70,812 78,902 88,593 15,595 104,189 

외화자산총계 147 218 218 218 218 218 138 356 
자산총계 14,153 50,222 63,154 71,030 79,121 88,811 15,734 104,545 

난외 파생상품 자산 - - 720 1,690 3,952 3,952 2,230 6,182 
원화자산 - - 73 73 73 73 - 73 
외화자산 - - 646 1,616 3,879 3,879 2,230 6,108 

부채
및

자본

원화
부채
및

자본

단기
차입금

일반차입금 400 1,200 2,250 4,300 4,300 4,300 - 4,300 
어음차입금 - - - - - - - -

관계회사차입금 - - - - - - - -
기타 - 6 6 6 6 6 - 6 
소계 400 1,206 2,256 4,306 4,306 4,306 - 4,306 

콜머니 - - - - - - - -
장기차입금 - - - - - 1,000 7,991 8,991 

사채 500 2,500 4,400 7,900 12,100 29,000 18,875 47,875 
기타 원화부채 7,378 7,999 8,468 8,479 8,572 8,572 3,867 12,439 

부채 소계(원화) 8,278 11,705 15,125 20,685 24,978 42,878 30,733 73,611 
자기자본 - - - - - - 21,525 21,525 
제충당금 - - - - - - 3,156 3,156 

원화 부채 및 자본(제충당금포함) 8,278 11,705 15,125 20,685 24,978 42,878 55,414 98,292 
외화 부채 및 자본 149 149 795 1,442 4,028 4,028 2,225 6,253 
부채 및 자본 총계 8,427 11,854 15,920 22,127 29,006 46,906 57,639 104,545 
난외 파생상품 부채 - - 659 1,528 3,557 3,557 2,238 5,795 

원화부채 - - 580 1,449 3,477 3,477 2,238 5,715 
외화부채 - - 80 80 80 80 - 80 

자산
유동화

국내 ABS - - - - - - - -
해외 ABS - - 580 1,159 3,477 3,477 2,238 5,715 

소계 - - 580 1,159 3,477 - 2,238 5,715 





요약재무상태표 (연결)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

현금 및 예치금 1,743 1.7 1,222 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276 6.1 4,418 4.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88,091 86.2 81,908 83.4

관계기업투자주식 124 0.1 107 0.0

유형자산 701 0.7 283 0.5

무형자산 659 0.6 456 0.4

이연법인세자산 830 0.8 979 1.2

기타자산 3,799 3.7 1,709 7.5

자산총계 102,223 100.0 91,082 100.0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6 0.0 1 0.0

차입부채 13,291 13.0 1,000 1.1

사채 53,979 52.8 58,379 64.1

확정급여부채 34 0.0 122 0.1

충당부채 563 0.6 544 0.6

당기법인세부채 440 0.4 479 0.5

기타부채 12,383 12.1 11,355 12.5

부채총계 80,696 78.9 71,880 78.9

자본총계 21,527 21.1 19,202 21.1

부채 및 자본총계(총자산) 102,223 100.0 91,082 100.0

(단위: 억원, %)



요약손익계산서 (연결)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순이자이익 1,971 2,449

순수수료이익 1,196 1,19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18 11

대출채권매각이익 280 154

금융상품손상차손 - 919 - 963

판매비와관리비 - 1,209 - 985

기타영업손익 131 77

영업이익 1,568 1,939

영업외손익 4 - 1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72 1,923

법인세이익(비용) - 385 - 501

연결당기순이익 1,187 1,422

기타연결포괄손익 32 4

당기총포괄이익 1,219 1,426





구분
재무상황 손익상황

비고
자산 순자산 반기영업수익 반기순손익

하나카드페이먼트 66 59 0 (4)

출자회사 경영실적

1)

주1)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설립된 자금조달 목적의 유동화전문회사 및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함

(단위: 백만원)



민원현황

※ 대상기간 : 2022년 2분기(2022.04.01~2022.06.30)

구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고객/ 회원 십만명당 건)

비고
전분기 금분기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증감률(%)

신용카드

자체민원 12 9 -25.0 0.20 0.15 -25.6

대외민원 86 92 7.0 1.46 1.55 6.1

합 계 98 101 3.1 1.67 1.71 2.3

체크카드

자체민원 1 1 0.0 0.02 0.02 -0.1

대외민원 6 13 116.7 0.10 0.22 116.4

합 계 7 14 100.0 0.12 0.23 99.7

전체

자체민원1) 13 10 -23.1 0.11 0.08 -23.4

대외민원2) 92 105 14.1 0.77 0.88 13.6

합 계 105 115 9.5 0.88 0.96 9.0

주1) 자체민원은 전자매체(홈페이지, E-mail) 및 서면(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된 민원 건수임
주2)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어 카드사로 이관(이첩, 사실조회, 자율조정 등) 된 민원 건수임 (이관일 기준)
※ 자체민원은 중복·반복 및 단순 질의성 민원을, 대외민원은 중복·반복민원을 제외함



민원현황

구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고객/ 회원 십만명당 건)

비고
전분기 금분기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증감률(%)

신용카드

영 업 8 14 75.0 0.14 0.24 73.6

채 권 8 13 62.5 0.14 0.22 61.2

고객상담 9 10 11.1 0.15 0.17 10.2

제도정책 17 24 41.2 0.29 0.41 40.1

기 타 56 40 -28.6 0.95 0.68 -29.1

합 계 98 101 3.1 1.67 1.71 2.3

체크카드

영 업 1 0 -100.0 0.02 0.00 -100.0

채 권 0 0 - 0.00 0.00 -

고객상담 1 2 100.0 0.02 0.03 99.7

제도정책 2 1 -50.0 0.03 0.02 -50.1

기 타 3 11 266.7 0.05 0.18 266.2

합 계 7 14 100.0 0.12 0.23 99.7

전체

영 업 9 14 55.6 0.08 0.12 54.8

채 권 8 13 62.5 0.07 0.11 61.8

고객상담 10 12 20.0 0.08 0.10 19.5

제도정책 19 25 31.6 0.16 0.21 31.0

기 타 59 51 -13.6 0.50 0.43 -14.0

합 계 105 115 9.5 0.88 0.96 9.0



민원현황

주1) 매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의 계량항목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 금융상품
판매 과정 등의 비계량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 2021년 실시 실태평가 계량평가 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비계량평가 대상기간: 20. 1. 1 ~  21. 6. 30

구분 평가 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평가 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실시:2021년
대상:2020년)

2018년 2019년

종합등급 양호 보통 종합등급 보통

계량
항목

1. 민원건수 양호 양호
1. 민원사전예방 관련사항 양호

2. 민원처리기간 우수 양호

3. 소송건수 우수 보통

2.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대상 소송 관련사항 양호4. 영업 지속가능성 우수 우수

5. 금융사고 양호 우수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및 제도 양호 양호 3.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관련사항 보통

7. 상품개발과정의소비자보호 체계구축·운용 보통 보통 4. 금융상품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보통

8. 상품판매과정의소비자보호 체계구축·운용 보통 보통 5. 금융상품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보통 보통 6.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공시관련사항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 양호 양호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사항 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