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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증감(액)

 영업수익 197,285 158,229 39,057

 영업비용 189,426 155,307 34,119

   영업이익 7,859 2,922 4,937

 영업외수익 0 3 (3)

 영업외비용 44 3 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815 2,922 4,893

 법인세비용 1,697 621 1,077

   당기순이익 6,118 2,301 3,817

   기타포괄손익 (2,233) 1,563 (3,796)

   총포괄손익 3,885 3,864 21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  증감(액) 

 현금 및 예치금 43,501 59,910 (16,409)

 유가증권 151,156 138,915 12,241

 재보험자산 53,762 50,483 3,279

 보험미수금 16,232 168,790 (152,558)

 유형자산 595 700 (105)

 무형자산 695 695 -

 사용권자산 2,188 2,496 (308)

 기타자산 4,596 3,875 720

자 산 총 계 272,725 425,864 (153,140)

 책임준비금 107,507 100,949 6,558

 보험미지급금 20,847 181,959 (161,113)

 기타부채 9,901 12,371 (2,470)

부 채 총 계 138,255 295,279 (157,024)

 자본금 52,000 52,000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83,367 77,249 6,1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98) 1,335 (2,233)

자 본 총 계 134,470 130,585 3,885

부채와 자본총계 272,725 425,864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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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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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32,300 29,423 2,877

경과보험료(B) 54,948 40,729 14,219

손해율(A/B)  58.78  72.24 -13.46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11,194 9,495 1,699

보유보험료(B) 53,018 39,056 13,962

사업비율(A/B)     21.11     24.31 -3.20

Ⅱ.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증감(액)

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보험료 53,018 39,056 13,962

(수재보험료) 105,893 78,112 27,781

순보험금 31,968 27,257 4,711

(수재보험금) 63,936 54,513 9,422

순사업비 11,194 9,495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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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주요경영효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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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수재보험료 증가율이 수재보험금 증가율을 상회함 (경과보험료 중 공동재보험 수
재보험료 48억을 제외한 손해율 감소는 –7.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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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보유보험료 증가율이 수재보험금 증가율을 상회함 (경과보험료 중 공동재보험 수

재보험료 48억을 제외한 사업비율 감소는 –1.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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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2,482 2,258 224

경과운용자산(B) 181,851 156,779 25,072

운용자산이익율(A/B)                1.37                1.44 -0.08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A               3.50               1.32        2.18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운용율 71.37 68.09         3.28

자산수익율 0.74 0.64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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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규모의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자산수익율은 전분기 대비 

큰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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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가능증권이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익 감소로 인하여 투자영업손익의 증가율이 경과운용자산 증가율을 하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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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보험미수금의 감소로 

평균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해 비슷한 수준이며, 수재보험료의 증가와 손해율의 감소에 기인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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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0년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              9.23              3.82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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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증가하였

으며, 수재보험료의 증가와 손해율의 감소에 기인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함.

□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1년도 1/4분기 2020년도 4/4분기

자본총계          134,470          127,533          130,585

자본금          52,000          52,000          52,000

자본잉여금               -               -               -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83,367 75,733 77,249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98)           (200)           1,335

 (K-IFRS 기준작성)

주) 주요변동내용: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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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도 2/4분기 2021년도 1/4분기 2020년도 4/4분기

지급여력비율(A/B) 303.03        287.04       300.14

 가. 지급여력금액(A)         1,383         1,305         1,343

 나. 지급여력기준금액(B)         456         455         448

 I. RBC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56         455         448

보험위험액         405         406         397

금리위험액            2            -            -

신용위험액          35          30          41

시장위험액            1           1            1

운영위험액          40          4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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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보험의 수재로 인한 예치금 및 재보험자산의 증가로 신용위험액이 증가함. 

당분기 발생한 순이익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지급여력금액이 증가.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지급여력비율은 255.78(2018), 271.82(2019), 300.14(2020)으로 2017년도 대

비 2018년도에는 가용자본이 20% 증가하였으나, 직전 1년 수재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요구자본 

또한 18%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이 5.5%p 증가에 그쳤으나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이익잉여금

과 채권평가이익의 증가로 인해 가용자본이 15% 증가한 것에 비하여 요구자본 증가율이 8%대에 그쳐 

지급여력비율이 16%p 증가함.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가용자본이 10% 

증가하였고, 신용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재보험미수금 감소)하여 요구자본이 0.5% 감소하여 지급여력비

율이 28%p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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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1,512           (9)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A)         1,512           (9)

특별

계정2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           -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B)           -           -

합       계 (A + B)         1,5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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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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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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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당분기

     (2021.06.30)

        전분기

     (2021.03.31)

       일반

     보험계약부채                 1,075                 973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1,075                 973

       특별

     보험계약부채                   -                   -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                   -

      합 계

     보험계약부채                 1,075                 973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1,075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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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당반기

(2021.06.30.)
전반기대비 증감액

국

내

수

재

수입보험료            3,062          1,059           (2,003)

지급수수료              722            125             (596)

지급보험금            1,919           639           (1,279)

수지차액(A)              422           294             (128)

출

재

지급보험료                -              -               -

수입수수료                -              -               -

수입보험금                -              -               -

수지차액(B)                -              -               -

순수지 차액 (A+B)              422           29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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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전분기

   (2021.03.31)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538             487             51 

     손상차손               -               -              -

     장부가액                   538             487             51 

           구      분

           당분기

        (2021.06.30)

           전분기

        (2021.03.31)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1,512       1,512        1,473       1,473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204         204         123         123

       합   계       1,716       1,716       1,597       1,597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241         241         124         124

       합   계         241         241         124         124

○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전반기

(2020.12.31.)

당반기

(2021.06.30.)
전반기대비 증감액

국

외

수

재

수입보험료 - - -

지급수수료 - - -

지급보험금 - - -

수지차액(A) - - -

출

재

지급보험료 1,532 529 (1,004)

수입수수료 400 75 (325)

수입보험금 959 320 (640)

수지차액(B) (173) (134) 39

순수지 차액 (A+B) (173) (13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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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험자산의 손상
                                                                                       (단위:억원)

 주) 장부가액=재보험자산-손상차손
 주) 주요변동내용: 당분기 중 체결한 공동재보험 계약의 출재보험료적립금(49억)으로 인해 재보험자산이 
증가함.

□ 금융상품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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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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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기말

 (2021.03.31)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21.06.30)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2           -          2           0

  비상위험준비금** 25,318           -           - 25,318 

     합   계 25,320             -          2 25,318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단위 : 억원)

항 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1,512 -   1,512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204    204

합 계 - 1,512 204  1,716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241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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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2분기 말 현재 순재보험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아 전분기까지 적립한 대손준비금 전액 환입

하였음.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1)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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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대상
준비금

(A)

LAT

평가액
(B)

잉여(결손)

금액
(C=A-B)

공동재보험* 금리확정형 무배당 9,754 9,638 116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포함)

금리
확정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금리
연동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외)

13,721 12,268 1,453

자동차보험 - - -

합계 23,475 21,906 1,569

* 2021년 2분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당시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에서 무배

당 금리확정형 상품을 수재한 1건임.

(2) 현행추정 가정의 변화수준 및 변화근거

주요가정*

변화수준

변화근거
직전 평가시점 해당 평가시점

경과손해율 86.3% 86.1% 3년 경험치 반영

경과사업비율 3.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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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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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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1년 2/4분기 2020년 2/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212,992 179,961         33,031

비율(A/B) - -               -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21 2Q 7.4 1 O 0 0 0 0 76 0 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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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아동후원

미얀마아동후원

2.4

5.0

-

-

-

-

서민금융

기타

총  계 7.4 - - - -

        주) 2021년 2/4분기(2021.06.30.) 기준임.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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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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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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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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이면
서 비보험 활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90%를 초과하므로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영향 분석 마무리와 함께 실질적 도입을 통하여 2021년에는 pilot run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안정화의 준비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재무영향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지속
적인 재무영향 분석과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를 통하여 2023년 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