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4분기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의 현황

[ 기간 : 2016.1.1 ~ 2016.3.31 ]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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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차대조표>

□ 일반계정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요약 손익계산서>

□ 일반계정
(단위: 백만원)

주1)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증 감(액)

 현금 및 예치금 51,105 55,481 (4,376)

 유가증권 40,369 40,416 (47)

 재보험자산 24,568 22,333 2,235

 보험미수금 8,211 102,742 (94,531)

 유형자산 157 162 (5)

 무형자산 602 605 (3)

 기타자산 3,510 3,590 (80)

자 산 총 계 128,522 225,329 (96,807)

 책임준비금 49,077 44,573 4,504

 보험미지급금 9,479 106,158 (96,679)

 기타부채 2,622 3,713 (1,091)

부 채 총 계 61,178 154,443 (93,265)

 자본금 52,000 52,000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15,344 18,886 (3,542)

 자본조정 - - -

자 본 총 계 67,344 70,886 (3,542)

부채와 자본총계 128,522 225,329 (9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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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2,914 3,244          (330)

영업비용 7,284 8,164          (880)

  영업이익 (4,370) (4,920)          550

영업외수익 - 77           (77)

영업외비용 4 6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74) (4,849)          475

법인세비용 (832) (1,067)          235

  당기순이익 (3,542) (3,78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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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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7억)와 보유보험료 증가(1억)로 인한 경과보험료의 감소 
                  지급준비금 감소(6억)와 순보험금의 감소(3억)에 따른 발생손해액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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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 수재보험료 증가(1억)로 인한 보유보험료의 증가

                      수재보험/이익수수료 감소(1억)와 급여 등의 감소(1억)에 따른 순사업비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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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증가(100억)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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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재보험료 1,657 1,534           123

수재보험금 870 1,555           (685)

순사업비 3,063 3,28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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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손해액(A)              3,165              4,114          (949)

경과보험료(B)              1,288              1,884          (596)

손해율(A/B)             245.73             218.34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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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사업비(A)              3,063              3,285         (222)

보유보험료(B)                828                697         131

사업비율(A/B)             369.93             471.30      (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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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율 71.17 66.90         4.27

자산수익율 1.29 1.4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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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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로 인한 투자영업손익의 하락과 현금 증가에 따른     

                     경과운용자산의 증가(78억)로 운용자산이익율이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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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2,250              2,456         (206)

경과운용자산(B)             85,116             77,256       7,860

운용자산이익율(A/B)               2.64               3.18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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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               (8.01)               (9.3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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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E             (20.50)             (23.22)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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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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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67,344,710,872    70,885,885,779    68,144,16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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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15,344,710,872   18,885,885,779 16,144,166,976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K-IFRS 기준작성)

주) 주요변동내용 : 당분기 당기순손실(35억) 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감소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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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비율(A/B) 282.90 294.66 298.71

 지급여력금액(A)              703 738 707

 지급여력기준금액(B)              248 250 236

보험위험액              223      222 213

금리위험액                -  -             -

신용위험액               19               28            14

시장위험액                -          -             -

운영위험액               20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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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대비 이익잉여금 감소(35억)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의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이   

                   감소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지급여력비율은 291.78(2014년도), 294.66(2015년도), 282.90(2016년도 1/4분기)

으로 2014년 대비 2015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증가(38억)와 비상위험준비금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26억)로 인한 지급여력금액의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였음.

 당 분기에는 이익잉여금 감소(35억)로 인한 지급여력금액의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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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경영현황

□ 부실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주1)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부실자산비율 기준

 (K-IFRS 기준작성)

 주2) 주요변동내용 : 가중부실자산 금액이 0원으로 해당비율 변동없음

□ 위험가중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주1)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 제외

   (K-IFRS 기준작성)
주2) 주요변동내용 : 현금 증가(106억), 비운용자산 증가(8억) 등으로 총자산과 이에 따른 위험가중자

산의 증가로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

□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명)

 주)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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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69,328         68,693           635

비율(A/B) -         -             -

구 분 2016년도 1/4분기 2015년도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위험가중자산(A)           34,909          28,646        6,263

총자산(B)          121,337         109,992       11,345

비율(A/B)           28.77          26.04         2.73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16 1Q 0.60 1 O 12 0 42 0 56 0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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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명)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집행

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 공익 연탄은행봉사 0.60 12 42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환경

글로벌사회공헌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총  계 0.60 12 42

        주) 2016년 1/4분기(2016.3.31) 기준임.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 민원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대상기간 : 당분기 (2016 1/4분기, 2016.1.1 ~ 2016.3.31)

          전분기 (2015 4/4분기, 2015.10.1 ~ 2015.12.31)

1) 민원 건수 (해당사항없음)

2) 유형별 민원 건수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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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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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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당분기

     (2016.3.31)

        전분기

     (2015.12.31)

       일반

     보험계약부채                 491 446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491 446

       특별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소     계                       

      합 계

     보험계약부채                 491 446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491 446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421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   계 (A)             421                 -

특별

계정2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소   계 (B)

합       계 (A + B)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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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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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정기공시 : 분기별) (해당사항없음)

항 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합   계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구 분
      당분기

   (2016.3.31)

      전분기

  (2015.12.31)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246             223              23

     손상차손               -               -               -

     장부가액                   246             223              23

           구      분

           당분기

        (2016.3.31)

           전분기

        (2015.12.31)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404          421          404           423

 대여금 및 수취채권          112          112        1,058         1,058

       합   계          516          533        1,462         1,481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95          95        1,063        1,063

       합   계           95          95        1,063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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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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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1분기 말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 제 7-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거 별도의 대손충

당금을 인식하지 않음

   전분기말

 (2015.12.31)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16.3.31)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            -            -           -

  비상위험준비금** 189            -            - 189

     합   계 189            -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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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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