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4분기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의 현황

[ 기간 : 2022.01.01 ~ 2022.09.30 ]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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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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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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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기타경영현황          ------------------------  8

V. 재무에 관한 사항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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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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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증감(액)

 영업수익 362,748 313,703 49,045

 영업비용 341,484 297,949 43,535

   영업이익 21,264 15,754 5,510

 영업외수익 0 0 0

 영업외비용 352 92 26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912 15,662 5,250

 법인세비용 4,579 3,424 1,155

   당기순이익 16,333 12,239 4,095

   기타포괄손익 (11,238) (3,361) (7,877)

   총포괄손익 5,096 8,878 (3,782)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  증감(액) 

 현금 및 예치금 40,831 53,235 (12,404)

 유가증권 172,227 159,148 13,080

 재보험자산 60,103 61,514 (1,411)

 보험미수금 31,055 206,495 (175,440)

 유형자산 659 893 (233)

 무형자산 695 695 -

 사용권자산 1,431 1,854 (423)

 기타자산 7,995 4,799 3,196

자 산 총 계 314,997 488,633 (173,636)

 책임준비금 120,185 123,014 (2,829)

 보험미지급금 39,743 214,086 (174,343)

 기타부채 9,755 11,314 (1,559)

부 채 총 계 169,682 348,414 (178,731)

 자본금 52,000 52,000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106,997 90,663 16,33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682) (2,444) (11,238)

자 본 총 계 145,315 140,219 5,096

부채와 자본총계 314,997 488,633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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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증감(액)

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계약실적
건수 - - -

가입금액 - - -

보유보험료 107,133 94,452 12,681

(수재보험료) 214,266 188,760 (25,506)

순보험금 72,511 59,626 12,885

(수재보험금) 145,022 119,252 (25,771)

순사업비 17,128 17,34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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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함.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발생손해액(A) 72,983 60,582 12,401

경과보험료(B) 108,487 96,582 11,905

손해율(A/B)  67.27  62.73 4.55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순사업비(A) 17,128 17,349 (220)

보유보험료(B) 107,133 94,452 12,681

사업비율(A/B)     15.99     18.3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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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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대비 운용자산 증가율이 하회하여 자산운용율이 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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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이익율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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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 및 재보험자산의 지속적 증가로 평균총자산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

가하였으며, 보험영업이익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하여 ROA가 0.75%p 증

가함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투자영업손익(A) 3,088 2,598 489

경과운용자산(B) 202,991 189,625 13,366

운용자산이익율(A/B)                1.52                1.37 0.15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A               5.42               4.67        0.75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자산운용율 67.64 71.73        -4.09

자산수익율 0.78 0.76         0.03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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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가하였으

며, 보험영업이익의 증가에 기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함.

□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2년도 2/4분기 2022년도 1/4분기

자본총계         145,315         138,690         135,616

자본금          52,000          52,000          52,000

자본잉여금               -               -               -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106,997 96,065 89,475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682)           (9,375)           (5,859)

 (K-IFRS 기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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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누계액 감소.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1년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ROE              15.25              12.0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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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도 3/4분기 2022년도 2/4분기 2022년도 1/4분기

지급여력비율(A/B) 290.55 294.29        290.41

 가. 지급여력금액(A)         1,448         1,399         1,375

 나. 지급여력기준금액(B)         498         475         473

 I. RBC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98         475         473

보험위험액         443         422         422

금리위험액           2           2           3

신용위험액          27          29          27

시장위험액           2           1           1

운영위험액          47          4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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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자본은 3.5%증가하였으나, 직전1년 수재보험료 7.3%상승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증가로 요구자본이 4.8%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이 3.7%p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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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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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산불후원

다문화가정아동후원

5.0

5.0

2.4

-

-

-

-

-

-

서민금융

기타

총  계 7.4 - - - -

        주) 2022년 3/4분기(2022.09.30.) 기준임.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 민원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구   분 2022년 3/4분기 2021년 3/4분기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242,700 224,497         18,203

비율(A/B) - -               -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022 3Q 12.4 1 O 0 0 0 0 73 0 1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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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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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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           (137)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A)         1,722           (137)

특별

계정2

당기손익인식증권           -           -

매도가능증권           -           -

만기보유증권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소   계 (B)           -           -

합       계 (A + B)         1,72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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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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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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변동내용: 지급준비금 증가로 인해 재보험자산이 증가함.

□ 금융상품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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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임.

         구 분
        당분기

     (2022.09.30)

        전분기

     (2022.06.30)

       일반

     보험계약부채                 1,202                1,197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1,202                1,197

       특별

     보험계약부채                   -                   -

     투자계약부채                   -                   -

       소     계                   -                   -

      합 계

     보험계약부채                 1,202                1,197

     투자계약부채                   -                   -

       합     계                 1,202                1,197

      구 분
      당분기

   (2022.09.30)

      전분기

   (2022.06.30)
      증감      손상사유

    재보험자산                   601                   598             3 

     손상차손               -               -              -

     장부가액                   601                   598             3 

           구      분

           당분기

        (2022.09.30)

           전분기

        (2022.06.30)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1,722       1,722        1,502       1,502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364         364         355         355

       합   계       2,086       2,086       1,857       1,857

  금융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432         432         401         401

       합   계         432         432         401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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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단위 : 억원)

항 목
공정가액 서열체계

레벨1* 레벨2** 레벨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22 -  1,722

합 계 - 1,722 -  1,722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432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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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말 현재 순재보험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음.

   전분기말

 (2022.06.30)
    전입      환입

   당분기말

  (2022.09.30)

   이익

  잉여금

  대손준비금*           -           -           -           -

  비상위험준비금** 25,318           -           - 25,318 

     합   계 25,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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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2 8,136 (264)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포함)

금리
확정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금리
연동형

유배당 - - -

무배당 - - -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외)

15,771 14,362 1,409

자동차보험 - - -

합계 23,644 22,498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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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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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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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2016년 9월 13일 개정된 IFRS 4에서는 보험회사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장 먼저 종료되는 회계연도말 현재 IFRS 9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IFRS 9 적용을 한시
적으로 면제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란 보
험과 관련된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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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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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FRS 제 1117호 전환방법의 적용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 처리하

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모든 기간에  공정가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회계정책의 적용에 대한 의결은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IFRS17의 최초적용일(2023년 1월1일) 전인 

2022년 12월 29일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Management committee의 승인에 의하여 이

루어졌습니다. 

근거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부표4>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