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상반기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의 현황

[ 기간 : 2022.01.01 ~ 2022.06.30 ]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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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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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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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재무에 관한 사항      ------------------------  8

V. 위험관리             ------------------------  13

VI. 기타경영현황        ------------------------  15

VII. 재무제표            ------------------------  17



- 3 -

Ⅰ. 요약재무정보 

□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증감(액)

 영업수익 203,519 197,285 6,234

 영업비용 196,461 189,426 7,035

   영업이익 7,058 7,859 (801)

 영업외수익 0 0 0

 영업외비용 161 44 11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97 7,815 (918)

 법인세비용 1,495 1,697 (202)

   당기순이익 5,402 6,118 (716)

   기타포괄손익 (6,931) (2,233) (4,698)

   총포괄손익 (1,529) 3,885 (5,414)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  증감(액) 

 현금 및 예치금 53,406 53,235 171

 유가증권 150,183 159,148 (8,965)

 재보험자산 59,835 61,514 (1,678)

 보험미수금 29,949 206,495 (176,546)

 유형자산 749 893 (144)

 무형자산 695 695 -

 사용권자산 1,608 1,854 (246)

 기타자산 6,069 4,799 1,270

자 산 총 계 302,494 488,633 (186,139)

 책임준비금 119,651 123,014 (3,363)

 보험미지급금 36,692 214,086 (177,394)

 기타부채 7,462 11,314 (3,853)

부 채 총 계 163,804 348,414 (184,610)

 자본금 52,000 52,000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96,065 90,663 5,4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375) (2,444) (6,931)

자 본 총 계 138,690 140,219 (1,529)

부채와 자본총계 302,494 488,633 (18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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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증감(액)

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보험료 49,728 53,018 (3,290)

(수재보험료) 99,456 105,893 (6,436)

순보험금 34,691 31,968 2,723

(수재보험금) 69,382 63,936 (5,446)

순사업비 10,995 11,194 (199)

   

              
   주)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K-IFRS 기준작성)

Ⅲ. 주요경영효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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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간편심사 상품의 손해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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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이익수수료의 감소로 인해 순사업비가 소폭 감소하였고, 전년도 2분기 중 수재한 

공동재보험 1건의 수재보험료로 인해 전년대비 보유보험료 감소함.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34,440 32,300 2,139

경과보험료(B) 51,215 54,948 (3,733)

손해율(A/B)  67.25  58.78 8.46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10,995 11,194 (199)

보유보험료(B) 49,728 53,018 (3,290)

사업비율(A/B)     22.11     21.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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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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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의 증가대비 운용자산 증가율이 하회하여 자산운용율이 감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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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운용금액 증가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이자 및 예금이자수익 증가로 

운용자산이익률은 소폭 증가

                

□ 계약유지율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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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 및 재보험자산의 지속적 증가로 평균총자산은 전년 동기대비 13% 증

가하였으며, 발생손해액 증가에 기인한 보험영업이익의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하여 ROA는 소폭 감소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2,764 2,482 282

경과운용자산(B) 197,741 181,851 15,890

운용자산이익율(A/B)                1.40                1.37 0.03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A               2.73               3.50       (0.77)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운용율 67.30 71.37         (4.07)

자산수익율 0.67 0.7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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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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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평균자기자본이 5% 증가하였으

며, 보험영업이익의 감소에 기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함.

□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2년도 1/4분기 2021년도 4/4분기

자본총계          138,690          135,616          140,219

자본금          52,000          52,000          52,000

자본잉여금               -               -               -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96,065 89,475 90,663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375)           (5,859)           (2,444)

 (K-IFRS 기준작성)

주) 주요변동내용: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확대에 따라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감소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1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              7.75              9.2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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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도 2/4분기 2022년도 1/4분기 2021년도 4/4분기

지급여력비율(A/B) 294.29        290.41       298.71

 가. 지급여력금액(A)         1,399         1,375         1,434

 나. 지급여력기준금액(B)         475         473         480

 I. RBC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75         473         480

보험위험액         422         422         425

금리위험액            2            3            3

신용위험액          29          27          31

시장위험액            1           1            1

운영위험액          44          43          45

II. 국내 관계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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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2) 주요변동내용: 전분기 대비 큰 변동 없음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최근 3개년도의 지급여력비율은 271.82(2019), 300.14(2020), 298.71(2021)로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말 대비 이익잉여금과 채권평가이익의 증가로 인해 가용자본이 15% 증가한 것에 비

하여 요구자본 증가율이 8%대에 그쳐 지급여력비율이 16%p 증가함.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말 대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가용자본이 10% 증가한 것에 비하여, 신용위험이 큰 폭으

로 감소(재보험미수금 감소)하여 요구자본은 오히려 0.5%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28.3%p

증가함.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말 대비 가용자본은 6.7% 증가하였지만, 수재보험료 증가로

인한 보험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증가, 생명보험사에서 무배당 금리확정형 상품을 수재한 공동

재보험 계약 체결로 금리위험액 신규 발생, 외화부채 규모의 증가와 환율의 상승효과로 시장

위험액이 증가하여 요구자본이 7.2% 증가하였으므로 지급여력비율은 1.4%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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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무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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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주4) 특별계정은 장기, 개인연금,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임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1,502           (58.6)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A)         1,502           (58.6)

특별

계정2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           -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B)           -           -

합       계 (A + B)         1,502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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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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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험 현황

○ 국내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전반기

(2021.12.31.)

당반기

(2022.06.30.)
전반기대비 증감액

국

내

수

재

수입보험료            3,395          995           (2,401)

지급수수료              627            104             (523)

지급보험금            2,362           694           (1,669)

수지차액(A)              406           197             (209)

출

재

지급보험료                -              -               -

수입수수료                -              -               -

수입보험금                -              -               -

수지차액(B)                -              -               -

순수지 차액 (A+B)              406           197             (209)

  주) 주요변동내용: 전반기는 연결산으로 인한 accrual로 인해 재보험 정산건수가 많음.

         구 분
        당분기

     (2022.06.30)

        전분기

     (2022.03.31)

       일반

     보험계약부채                 1,197                 1,197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1,197                 1,197

       특별

     보험계약부채                   -                   -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                   -

      합 계

     보험계약부채                 1,197                 1,197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1,197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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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전반기

(2021.12.31.)

당반기

(2022.06.30.)
전반기대비 증감액

국

외

수

재

수입보험료 - - -

지급수수료 - - -

지급보험금 - - -

수지차액(A) - - -

출

재

지급보험료 1,700 497 (1,203)

수입수수료 356 65 (292)

수입보험금 1,181 347 (834)

수지차액(B) (162) (86) 76

순수지 차액 (A+B) (162) (86) 76

  주) 주요변동내용: 전반기는 연결산으로 인한 accrual로 인해 재보험 정산건수가 많음.

□ 재보험자산의 손상
                                                                                       (단위:억원)

 주) 장부가액=재보험자산-손상차손
 주) 주요변동내용: 전분기 대비 재보험자산에 큰 변동없음 

□ 금융상품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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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임.

      구 분
      당분기

   (2022.06.30)

      전분기

   (2022.03.31)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598             599             (1) 

     손상차손               -               -              -

     장부가액                   598             599             (1)

           구      분

           당분기

        (2022.06.30)

           전분기

        (2022.03.31)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1,502       1,502        1,547       1,547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355         355          74          74

       합   계       1,857       1,857       1,621       1,621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401         401          55          55

       합   계         401         401          5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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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단위 : 억원)

항 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502 -  1,502

합 계 - 1,502 -  1,502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401    40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직접적으로(예 :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공정가치 레벨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대손준비금 등 적립
                                                                                    (단위:백만원)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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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전분기말+전입-환입

주) 2022년도 2분기 말 현재 순재보험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아 전분기까지 적립한 대손준비금 전액 환입

하였음.

   전분기말

 (2022.03.31)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22.06.30)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3           -           3            0

  비상위험준비금** 25,318           -           - 25,318 

     합   계 25,321             -           3 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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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1)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평가대상
준비금

(A)

LAT
평가액

(B)

잉여(결손)
금액

(C=A-B)

공동재보험* 금리확정형 무배당 9,051 8,136 915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포함)

금리
확정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금리
연동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외)

15,504 14,172 1,332

자동차보험 - - -

합계 24,555 22,308 2,247

* 당분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당시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에서 무배당 금리

확정형 상품을 수재한 1건임.

(2) 현행추정 가정의 변화수준 및 변화근거

주요가정*
변화수준

변화근거
직전 평가시점 해당 평가시점

경과손해율 87.5% 87.4% 3년 경험치 반영

경과사업비율 3.7% 3.6% 3년 경험치 반영

* 할인율, 위험률, 해약률 및 사업비율 등

(3) 재평가 실시 사유

재평가 실시 사유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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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위험관리

□ 위험관리 개요

   (1) 위험관리정책, 전략 및 절차 등 체제 전반에 관한 사항 

     1) 정책

       당 지점은 보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등 중요한 리스크의 인식, 측정, 평가, 통제,
모니터링을 통해 당 지점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 장기  
적으로는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자산, 부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는 ALM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략

       당 지점은 지점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리스  
크 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제고되도록 자산/상품 포트폴리오를 모니  
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절차

      가. 위험의 인식 
보험회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을 중요한 리  
스크로 인식하고 보험, 신용,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는 재무리스크, 운영은 비재무리  
스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의 측정 및 평가 
당 지점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이하 RBC) 기준에 따라  
보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금융감독원 RBC 기준의  
리스크량과 본점 기준의 economic capital model을 통하여 리스크량을 측정 및 관  
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는 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을 관리기준으로 설  
정하여 유동성리스크의 적정 수준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  
다.

다. 위험의 통제 
리스크의 회피, 수용, 전가, 경감을 위하여 본점 기준의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이의 초과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한도를 조정하거나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경영진이 사전에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의 모니터링/보고 
당 지점은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당 지점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징후 발견 시 경영  
진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 

      당 지점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RBC 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RBC 기준  
지급여령기준금액은 당 지점의 리스크를 보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로 구분하여 산  
출하고 있고, 분기별 산출과 향후 추이 등에 대한 예상 등으로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  
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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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현황 유예사유 향후 추진일정

도입 여부 고려중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함

ORSA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 부

서 및 이미 ORSA의 경험이 있는 

본사 또는 관계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독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ORSA

일정을 마련할 예정임

   (3)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 

    당 지점은 정기적인 ARMC(Audit, Risk Management, Compliance) Committee의 협  
의 등을 통하여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리스크에 기초한 당 지점   
의 주요 경영전략, 당 지점의 리스크 한도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한 사항 등을 논    
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한 활동 

     당 지점은 RBC 기준에 따라 보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  
고, 금융감독원 RBC 기준의 리스크량과 본점 기준의 economic capital model을 통하  
여 리스크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중요 위험 등을 Risk manual을  
통해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Reinsurance Strategy Paper를 통하여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지침서  
를 통하여 운용자산별 운용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5) 연결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보험위험 관리 (해당사항없음)

□ 금리위험 관리 (해당사항없음)

□ 신용위험 관리 (해당사항없음)

□ 시장위험 관리 (해당사항없음)

□ 유동성위험 관리 (해당사항없음)

□ 운영위험 관리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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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기타경영현황

□ 부실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K-IFRS 기준작성)

 주1)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부실자산비율 기준

 주2) 주요변동내용: 가중부실자산 없음 

□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명)

 주) COVID-19으로 인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잠정 중단하였음. 

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명)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 

(집행) 

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 공익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환경

글로벌사회공헌

공동사회공헌

우크라이나전쟁피해후원

강원도산불 후원

다문화가정아동후원

5.0

5.0

2.4

-

-

-

-

서민금융

기타

총  계 12.4 - - - -

        주) 2022년 2/4분기(2022.06.30.) 기준임. 

구   분 2022년 2/4분기 2021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219,139 212,992         6,147

비율(A/B) - -               -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22 2Q 12.4 1 O 0 0 0 0 74 0 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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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현황 (해당사항없음)

□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해당사항없음)

□ 민원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해당사항없음)

□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처리현황 (해당사항없음)

□ 손해사정사 선임 등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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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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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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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및 영향분석

 ○ IFRS9, IFRS17 적용 관련 사전공시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
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2016년 9월 13일 개정된 IFRS 4에서는 보험회사는 2016
년 4월 1일 이전에 가장 먼저 종료되는 회계연도말 현재 IFRS 9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험과 관련
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IFRS 9 적용을 한시적으
로 면제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란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이면
서 비보험 활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지점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90%를 초과하므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
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지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안정화의 준비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재무
영향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지점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재무영향 분석과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를 
통하여 2023년 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