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4분기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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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재무정보 

□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  증감(액) 

 현금 및 예치금 49,967 55,481 (5,514)

 유가증권 62,383 40,416      21,967

 재보험자산 26,455 22,333   4,122

 보험미수금 20,953 102,742 (81,789)

 유형자산 148 162 (14)

 무형자산 632 605 27

 기타자산 3,604 3,590 14

자 산 총 계 164,142 225,329 (61,187)

 책임준비금 52,872 44,573 8,299

 보험미지급금 25,001 106,158 (81,157)

 기타부채 14,315 3,713 10,602

부 채 총 계 92,189 154,444 (62,255)

 자본금 52,000 52,000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19,953 18,886 1,067

 자본조정 - - -

자 본 총 계 71,953 70,886 1,067

부채와 자본총계 164,142 225,329 (61,187)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증감(액)

 영업수익 140,886        127,625           13,261

 영업비용 139,344      126,613           12,731

   영업이익 1,542 1,012              530

 영업외수익 -         287            (287)

 영업외비용 136          17              1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06 1,282              124

 법인세비용 338       197              141

   당기순이익 1,068 1,08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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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주)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K-IFRS 기준작성)

Ⅲ. 주요경영효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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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수재보험료증가(102억)로 인하여 경과보험료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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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순수재이익수수료의 증가(7억)가 있었으나, 수재보험료증가(102억)의 효과로 보유  

                보험료가 크게 증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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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 금액 증가로 인하여 자산관련 비율이 하락함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증감(액)

수재보험료 99,231 88,997         10,234

수재보험금 64,764 60,282          4,482

순사업비 13,116 12,498           618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36,550             33,773        2,777

경과보험료(B)             49,605             45,585        4,020

손해율(A/B)              73.68              74.09        (0.41)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13,116             12,498          618

보유보험료(B)             49,615             44,414        5,201

사업비율(A/B)              26.44              28.14         (1.70)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운용율 68.45 69.38              (0.93)

자산수익율 1.10        1.36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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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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보유증권 이자수익의 감소로 인하여 투자영업손익이 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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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총자산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ROA가 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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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이익잉여금 증가로 인한 자기자본금액이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ROE가 감소함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2,178              2,318          (140)

경과운용자산(B)            100,766             86,293       14,473

운용자산이익율(A/B)                2.16               2.69         (0.53)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A               0.73               0.86        (0.13)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5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                1.99                2.1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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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6년도 2/4분기 2016년도 1/4분기

자본총계          71,953          69,275           67,344

자본금          52,000          52,000          52,000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19,953 17,275 15,344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K-IFRS 기준작성)

주) 주요변동내용: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함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도 3/4분기 2016년도 2/4분기 2016년도 1/4분기

지급여력비율(A/B) 276.81 274.90 282.90

 지급여력금액(A)         749      717        703

 지급여력기준금액(B)         270            261        248

보험위험액         241            231      223

금리위험액           -              -            -

신용위험액          27             31           19

시장위험액           -              -            - 

운영위험액          21             21           20

 (K-IFRS 기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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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기준금액 = 

 주2) 주요변동내용: 전분기 대비 이익잉여금 증가(27억)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의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함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지급여력비율은 하기 표와 같으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3분기의 지급여력비율

이 감소하였음. 이는 직전1년 수재보험료의 증가(102억)에 따른 보험위험액과 운영위험액의 증가가 지

급여력기준금액을 증가시킴에 있음

  구   분  2016 3Q    2015   2014

  RBC비율   276.81   294.66   2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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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경영현황

□ 부실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K-IFRS 기준작성)

 주1)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부실자산비율 기준

 주2) 주요변동내용: 가중부실자산 없음 

□ 위험가중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K-IFRS 기준작성)

 주1)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 제외

 주2) 주요변동내용: 만기보유증권의 증가(220억)와 재보험자산의 증가(46억) 등으로 총자산금액이 증  

                가하여 위험가중자산비율이 감소함

□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명)

 주)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3/4분기 2015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93,223 66,595           26,628

비율(A/B) - -               -

구 분 2016년 3/4분기 2015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위험가중자산(A)          37,291          32,712         4,579

총자산(B)         144,099         118,360        25,739

비율(A/B)         25.88         27.64          (1.76)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16 3Q 1.6 1 O 34 0 142 0 57 0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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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집행

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 공익

연탄은행봉사

중증장애인도우미

밥퍼나눔운동

0.6

-

1

12

10

12

42

40

60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환경

글로벌사회공헌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총  계 1.6 34 142

        주) 2016년 3/4분기(2016.09.30) 기준임.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 민원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대상기간 : 당분기 (2016 3/4분기, 2016.7.1 ~ 2016.9.30)

          전분기 (2016 2/4분기, 2016.4.1. ~ 2016.6.30)

1) 민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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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계약 산출기준 : ‘가’ + ‘나’

  가 : 업무보고서 AI059장표 상의 (일반계정 + 특별계정Ⅰ) - (일반계정 3.자동차) + (특별계정Ⅱ 35.퇴직유배당) +(특

별계정Ⅱ 36.퇴직무배당)

 나. 업무보고서 AI060장표 상의 자배책보험

2) 유형별 민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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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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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           -

만기보유증권         639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A)         639           -

특별

계정2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           -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B)           -           -

합       계 (A + B)          639           -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3)

특별

계정4)

주        식

출   자   금

채        권

수익2)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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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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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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당분기

      (2016.09.30)

        전분기

     (2016.06.30)

       일반

     보험계약부채                 529 510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529 510

       특별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소     계                       

      합 계

     보험계약부채                 529 510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529 510

      구 분
      당분기

   (2016.09.30)

      전분기

   (2016.06.30)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264             255               9

     손상차손               -               -               -

     장부가액                   264             255               9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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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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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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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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합 계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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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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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전분기말+전입-환입

주) 2016년도 3분기 말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 제 7-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거 별도의 대손충

당금을 인식하지 않음

           구      분

           당분기

        (2016.09.30)

           전분기

        (2016.06.30)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624          639          303          320

 대여금 및 수취채권          240          240          237          237

       합   계          864          879          540          557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355         355          244          244

       합   계          355         355          244          244

   전분기말

 (2016.06.30)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16.09.30)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            -            -           -

  비상위험준비금**     189            11            -         200 

     합   계     189            11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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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현행추정 가정에 중요한 변동이 없어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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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