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4분기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의 현황

[ 기간 : 2017.1.1 ~ 2017.3.31 ]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목    차

Ⅰ. 요약재무정보          -----------------------   3

Ⅱ. 사업실적              -----------------------   4

Ⅲ. 주요경영효율지표      -----------------------   4

Ⅳ. 기타경영현황         ------------------------   7

V. 재무에 관한 사항      ------------------------  10

VI. 재무제표            ------------------------   13



- 3 -

Ⅰ. 요약재무정보 

 <요약 대차대조표>

□ 일반계정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요약 손익계산서>
□ 일반계정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증 감(액)

 현금 및 예치금 23,667 48,572 (24,905)

 유가증권 80,689 62,001 18,688

 재보험자산 27,785 28,249 (464)

 보험미수금 14,886 119,340 (104,454)

 유형자산 121 132 (11)

 무형자산 633 633 -

 기타자산 2,060 2,084 (24)

자 산 총 계 149,841 261,011 (111,170)

 책임준비금 55,538 56,483 (945)

 보험미지급금 15,014 122,323 (107,309)

 기타부채 3,953 4,915 (962)

부 채 총 계 74,505 183,721 (109,216)

 자본금 52,000 52,000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23,336 25,290 (1,954)

 자본조정 - - -

자 본 총 계 75,336 77,290 (1,954)

부채와 자본총계 149,841 261,011 (111,170)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영업수익 3,125 2,914             211

영업비용 5,630 7,284           (1,654)

  영업이익 (2,505)   (4,370)           1,865

영업외수익 - -              -

영업외비용 1 4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505) (4,374)          1,869

법인세비용 (551) (832)            281

  당기순이익 (1,954) (3,542)          1,588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1,954) (3,542)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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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주)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K-IFRS 기준작성)

Ⅲ. 주요경영효율지표 

□ 손해율
                                                               (단위: 백만원, %, %p)

주) 주요변동내용 : 미경과보험료 증가(4억)로 인한 경과보험료의 증가 
                  지급준비금 감소(23억)와 순보험금의 증가(3억)에 따른 발생손해액의 감소 20억

□ 사업비율
                                                               (단위: 백만원, %, %p)

   주) 주요변동내용 : 보유보험료는 큰 변동 없으나, 급여 등의 증가(5억)에 따른 순사업비 증가로 사업  

                 비율 증가

□ 자산운용율, 자산수익율

(단위: %, %p)

주1) 위의 지표는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K-IFRS 기준작성)

 -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회계연도말 총자산

 - 자산수익율 : 투자영업이익÷{(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이익)/2}×(4/경과분기수)

주2) 주요변동내용 없음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수재보험료 1,673 1,657             16

수재보험금 1,434 870            564

순사업비 3,621 3,063            558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1,115              3,165       (2,050)

경과보험료(B)              1,699              1,289         410

손해율(A/B)              65.64             245.60       (179.96)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3,621              3,063           558

보유보험료(B)                820                829             (9)

사업비율(A/B)             441.58             369.71          71.87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운용율 69.64 71.17        (1.53)

자산수익율 1.04 1.2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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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이익률

                                                               (단위: 백만원, %, %p)

    주1)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100

     * 투자영업손익=투자영업수익-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기초운용자산 + 기말운용자산 - 투자영업손익) /2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 각 항목은 직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

     * 투자영업이익관련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

주2) 주요변동내용 : 투자영업수익의 감소(1억)로 인한 투자영업손익의 하락과 국채 증가에 따른     

                     경과운용자산의 증가

□ ROA (Return on Assets)

                                                                   (단위: %, %p)

 * 산출식
ROA＝(

당기순이익
)×(4/경과분기수)

{(전회계년도말총자산＋당분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시작부터 당해분기말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주) 주요변동내용 : 전년 동기대비 당기순손실이 감소하여 자산수익률이 증가

□ ROE (Return on Equity)

                                                                    (단위: %, %p)

* 산출식
ROE＝(

당기순이익
)×(4/경과분기수)

{(전회계년도말자기자본＋당분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를 말함

※ 다만,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 “-”기호로 대치하며, 자기자본을 주석으로 명기함

주) 주요변동내용 : 전년 동기대비 당기순손실이 감소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이 증가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2,106              2,250          (144)

경과운용자산(B)             96,862             85,116        11,746

운용자산이익율(A/B)               2.17               2.64          (0.47)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A             (3.81)             (8.01)        4.20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            (10.24)             (20.5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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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4/4분기 2016년도 3/4분기

자본총계    75,335,528,201    77,289,781,489   71,953,473,467

자본금    52,000,000,000    52,000,000,000    52,000,000,000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23,335,528,201 25,289,781,489 19,953,473,467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K-IFRS 기준작성)

주) 주요변동내용 : 당분기 당기순손실(19억) 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감소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4/4분기 2016년도 3/4분기

지급여력비율(A/B) 267.62 274.01 276.81

가.지급여력금액(A) 783 807 749

나.지급여력기준금액(B) 292 294 270

Ⅰ. RBC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292 294 270

1. 보험위험액 260 258 241

2. 금리위험액 - - -

3. 신용위험액 29 39 27

4. 시장위험액 - - -

5. 운영위험액 24 24 21

Ⅱ. 국내 관계 보험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  × 지분율

Ⅲ. 국내 비보험금융회사 
필요자본량 × 조정치  ×지분율

Ⅳ. 비금융회사에 대한 
필요자본량

 (K-IFRS 기준작성)

 주1) 각 위험액은 보험업감독규정 7-2조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위험액 2+(금리위험액+신용위험액) 2+시장위험액 2+운영위험액
 

 주2) 주요변동내용 : 전기대비 이익잉여금 감소(19억)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의 감소로 지급여력비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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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지급여력비율은 294.66(2015년도), 274.01(2016년도), 267.62(2017년도 1/4분기)

으로 2015년 대비 2016 사업연도에 직전1년 수재보험료의 증가(약370억)으로 인해 보험위험액과 운영

위험액이 증가하였으며, 16년 12월 31일 기준 신용계수의 증가로 신용위험액이 증가하였음. 이로 인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함. 

 당 분기에는 이익잉여금 감소(19억)로 인한 지급여력금액의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함.

IV. 기타경영현황

□ 부실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주1)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부실자산비율 기준

 (K-IFRS 기준작성)

 주2) 주요변동내용 : 가중부실자산 금액이 0원으로 해당비율 변동없음

□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명)

 주)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7년도 1/4분기 2016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112,486 69,328        43,158

비율(A/B) - -           -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17 1Q 0.60 1 O 12 0 24 0 58 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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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집행

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 공익 밥상공동체 연탄배달봉사 0.60 12 24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환경보호

글로벌사회공헌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총  계 0.60 12 24

        주) 2017년 1/4분기(2017.3.31) 기준임.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 민원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대상기간 : 당분기 (2017 1/4분기, 2017.1.1 ~ 2017.3.31)

          전분기 (2016 4/4분기, 2016.10.1 ~2016.12.31)

1) 민원 건수 (해당사항없음)

 (단위 : 건)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증감률

(%)
증감률

(%)

자체민원

대외민원*

합계

 주1)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

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2)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2) 유형별 민원 건수 (해당사항없음)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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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증감률

(%)
증감률

(%)

유

형

보험모집

유지관리

보상
(보험금)

기  타

합계

주)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3) 상품별 민원 건수 (해당사항없음)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증감률

(%)
증감률

(%)

상

품

일반보험

장기
보장성보험

장기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 - - -

 주1) 기타 : 해당 회사의 내부경영(주가관리, RBC 등) 관련 민원, 모집수수료, 정비수가 등 소비자 외 모집인‧정비업체 

등이 제기하는 민원, 보험 가입전 상품 외 민원, 다수계약(가입상품 미한정) 가입자의 상품관련 외 민원 등

 주2) 해당 분기말일 상품별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주3) 대출관련 민원 : 보험계약대출 관련 민원은 해당 상품 기준으로 구분하되, 담보‧신용대출 관련 민원은 기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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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무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억원)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 특별계정임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당사항없음) 

                                                                               (단위:억원)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은 주식, 채권형 수익증권은 채권,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주3) 특별계정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손익은 업무보고서 AI298(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상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804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   계 (A)             804                 -

특별

계정2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   계 (B)

합       계 (A + B)             804                 -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3)

특별

계정4)

주        식

출   자   금

채        권

수익2)

 증권

주식

채권

기타

해외

유가

증권

주식

출자금

채권

수익2)

 증권

주식

채권

기타

기타해외유가증권

(채권)

신종유가증권

(채권)

기타유가증권

(채권)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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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수치와 일치하도록 작성

주4) 특별계정은 장기, 개인연금,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임

□ 보험계약과 투자계약 구분
                                                                       (단위:억원)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제2장(보험계약 분류 등)에 따른 구분

    특별계정에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만 기재하고 나머지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기재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금액을 기재

□ 재보험자산의 손상
                                                                                       (단위:억원)

 주) 장부가액=재보험자산-손상차손

□ 금융상품의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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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부채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임.

        구 분
        당분기

     (2017.3.31)

        전분기

     (2016.12.31)

       일반

     보험계약부채                 555 565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555 565

       특별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소     계                       

      합 계

     보험계약부채                 555 565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555 565

      구 분
      당분기

   (2017.3.31)

      전분기

  (2016.12.31)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278             282              (4)

     손상차손               -               -               -

     장부가액                 278             282              (4)

           구      분

           당분기

        (2017.3.31)

           전분기

        (2016.12.31)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807          804          620          620

 대여금 및 수취채권          168          168        1,212         1,212

       합   계          975          972        1,832         1,832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150         150        1,224        1,224

       합   계         150         150        1,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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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해당사항없음)

항 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합   계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대손준비금 등 적립
                                                                                       (단위:억원)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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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전분기말+전입-환입

주) 2017년도 1분기 말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 제 7-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거 별도의 대손충

당금을 인식하지 않음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현행추정 가정에 중요한 변동이 없어 생략함)

   전분기말

 (2016.12.31)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17.3.31)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            -            -           -

  비상위험준비금** 253            -            - 253

     합   계 253            -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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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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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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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손익계산서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