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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지점장 귀하 2020년 03월 27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지점의 재무제표는 지점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지점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점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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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지점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지점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지점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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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영 식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 2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지점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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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제 1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지점이 작성한 것입니다."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지점장 이효식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전   화) 02-39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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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 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단위 : 원)

과목 주석 당 기 말

자산

 현금및예치금 4,6,8 13,081,422,137 

 매도가능금융자산 4,5,6,9 519,341,573,104 

 유형자산 11 236,898,700 

 무형자산 13 415,644,000 

 사용권자산 14 233,393,495 

 재보험자산 10 149,050,308,651 

 기타자산 4,6,15 379,253,543,378 

자산총계 1,061,612,783,465 

부채 　

 보험계약부채 16 409,330,821,446 

 이연법인세부채 17 1,773,327,720 

 당기법인세부채 2,210,482,830 

 리스부채 14 239,324,696 

 기타부채 4,6,17 365,330,397,797 

 부채총계 778,884,354,489 

자본 　

 자본금 19 251,023,000,000 

 자본잉여금 (274,002,3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5,346,767 

 이익잉여금 21 31,574,084,559 

자본총계 282,728,428,976 

자본및부채총계 1,061,612,783,46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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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  기

영업수익 915,696,985,876

 보험료수익 7,22 726,902,436,110

 재보험금수익 22,30 141,773,713,546

 이자수익 8,236,425,093

 금융자산투자수익 24 605,824,862

 기타영업수익 26 38,178,586,265

영업비용 873,690,228,180

 보험계약부채전입액 15,451,333,326

 재보험자산환입액 4,458,628,934

 보험금비용 22 529,276,545,896

 재보험료비용 7,22,30 195,570,412,174

 사업비 23,30 126,258,774,868

 손해조사비 22 2,308,668,073

 이자비용 9,475,874

 금융자산투자손실 25 32,916,186

 기타영업비용 26 323,472,849

영업이익 42,006,757,696

기타수익 27 1,748,924,736

기타비용 27 2,709,997,18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익 41,045,685,245

법인세비용 17 9,471,600,686

당기순이익 31,574,084,559

기타포괄손익 405,346,76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 405,346,767

당기총포괄이익 31,979,431,32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6 -



    자  본  변  동  표

  제 1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19.1.1(설립) 251,023,000,000 - - - 251,023,000,000 

자산양수도 - (274,002,350) - - (274,002,350)

당기순이익 - - - 31,574,084,559 31,574,084,559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405,346,767 - 405,346,767 

2019.12.31(당기말) 251,023,000,000 (274,002,350) 405,346,767 31,574,084,559 282,728,428,97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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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금   흐   름   표

  제 1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단위:원)

구       분 주석 당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656,680,598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1 30,696,801,026 

  이자의 수취 10,577,081,211 

  법인세환급액 (5,617,201,63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3,210,296,34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77,174,671,48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477,174,460,286 

    유형자산의 처분 　 211,19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50,384,967,82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517,423,417,328)

    유형자산의 취득 　 (21,120,000)

    자산양수도 　 (232,940,430,49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0,708,264,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1,023,000,000 

     영업기금납입 　 251,023,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4,736,000)

     리스부채의 지급 　 (314,736,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3,154,648,257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73,226,120)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081,422,13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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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 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1. 지점의 개요

스위스리아시아피티이엘티디(Swiss Re Asia Pte. Ltd., 이하 '본사')는 1919년에 스

위스에서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자로 싱가포르에 이전 등록을 하였습니다. 

본사는 스위스재보험 주식회사(Swiss Reinsurance Company Ltd)의 자회사이며, 싱

가포르 감독 당국으로부터 생명 및 건강, 손해보험의 재보험 영업인가를 받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리 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이하 '지점', 지점장: 이효식)은 2018년 12월

5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득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로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의 지점인 스위스재보험 주식회사 한국지점(이하 '구 지

점')으로부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아 동일자로 영업을 시작하

였습니다(주석 33 참조). 당기말 현재 자본금(영업기금)은 251,023,000천원으로 전

액 본사로부터 조달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

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점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

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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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 

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지점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지점은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

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며,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준서 제1116호에서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

여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계속 분류 할 것입니다.

지점은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지점은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리

스('단기리스')와 리스계약의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소액자산')에 대하여는 인식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

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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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자산

사용권자산 544,585 

총자산 544,585 

부채

리스부채(유동) 544,585 

총부채 544,585 

조정사항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이익잉여금 -

총자본 -

지점이 설립일부터 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면서 적용하는 새로운 회계정책은 다

음과 같습니다.

ㆍ사용권자산

지점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

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지점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

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

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지점은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ㆍ리스부채

지점은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

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

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점

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점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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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지점의 종료선택

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

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

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지점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최초 적용 시 증분차입이자율

은 2.52%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점은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

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

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지점은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ㆍ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지점은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기기(예, US$ 

5,000이하인 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ㆍ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지점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ㆍ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안건결정 - 리스기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2019년 12월 16일 '리스기간과 임차자산개량

권의 내용연수'에 대해 집행가능한 기간 결정 시 리스 종료에 따른 모든 경제적 불이

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점은 해당 결정에 따라 집행가능한 기간

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된

이후 재무제표에 그 효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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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

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

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

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

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

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

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

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

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

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13 -



②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

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

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

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

향은 없습니다.

(2) 지점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지점이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회사는 기준서 제1104호 '보

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회사는 20

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기준서 제1109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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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있어 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

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사업

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

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신설하

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전

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일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

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

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 특

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

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

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

하는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일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지점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 

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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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

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

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상품

(1) 분류 및 측정

지점은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

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 

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

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 

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지점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

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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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지점은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 

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

상품의 공정가치가 일정비율 이상 하락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거

지점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지점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

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

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

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

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 

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

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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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은 4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

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6 무형자산

회원권은 이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7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 

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

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

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 

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8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지점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

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

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입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

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이 적용 됩니다.

2.9 보험계약부채

지점은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

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 -



(1)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에 대하여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소송이나 중재 및 손해 

조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가산하고 기대되는 구

상이익을 차감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

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10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지점은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내재된 옵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보험금 처리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포함)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

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

이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한 경우 부족액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2.11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

용입니다. 지점은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에 포함 )로 적립

하고 있습니다.

2.12 재보험계약

지점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재보험자산은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

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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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

익

2.13 비상위험준비금

지점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직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달할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예정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

기 누적하여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2.14 대손준비금

지점은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

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하여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

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 준비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

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15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 

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 

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 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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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

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

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지점이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

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점이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

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

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지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지점이 고정

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

무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수익인식

(1)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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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

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2.19 리스

2019년 1월 1일부터 지점은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

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

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점(리스이용자)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지점(리스이용자)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

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지점(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

용합니다.

지점은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

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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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지점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

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

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

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지점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

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

의 사무실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점은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

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점

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계약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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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지점은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 

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

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

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가

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지점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

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17참조)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

여 결정됩니다. 지점은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 

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5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지점은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

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점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

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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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및 리스크평가제도(RAAS)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2 신용위험 

 

신용위험관리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및 리스크평가제도(RAAS)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거래상

대방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미수금, 보험미수금 외 미수수익 등 기타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현금및예치금 13,081,422 

 매도가능금융자산 519,341,573 

 재보험자산 149,050,309 

 보험미수금 377,205,457 

 기타금융자산 2,023,231 

합   계 1,060,7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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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및 산업별 집중도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전액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입니다. 

(3) 재보험거래

지점은 재보험자 선택시 재보험자의 안정성 즉, 재보험금 등의 지급기일이 도래했을 

때 재보험자의 이행능력 유무를 평가하여 재보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4.3 유동성 위험

지점은 급격한 보험금지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산의 유동화 가능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예금을 포함한 단기자금 및 단기/시장성 높은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유동

성 잔고를 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6개월이내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계

기타금융부채 　 　 　 　

  보험금미지급금 327,304,701 - - 327,304,701 

  미지급금 6,950,738 - - 6,950,738 

  미지급비용 1,885,498 - - 1,885,498 

  리스부채 - 239,325 - 239,325 

합   계 336,140,937 239,325 - 336,380,262 

4.4 시장위험 

지점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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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합리적인 발생가능한 변동치는 10% 증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환율의 합

리적인 발생가능한 변동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단위 : 천원)

분석대상 환율 변동분(%)
손익효과

당기

순외환부채
10 % 상승 (23,657)

10 % 하락 23,657 

4.5 자본관리

지점의 자본관리는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에 따라 수행하

고 있으며, 자본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공정가치 장부금액

매도가능금융자산 519,341,573 519,341,573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

인 근사치인 금액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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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매도가능금융자산 519,341,573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

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

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

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

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

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

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당기말 현재 수준3에 해당하는 자산은 없습니

다.

5.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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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 중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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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주별 금융상품

6.1 당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현금및예치금 - 13,081,422 13,081,422 

 매도가능금융자산 519,341,573 - 519,341,573 

 기타금융자산 - 379,228,688 379,228,688 

합   계 519,341,573 392,310,110 911,651,683 

당기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합   계

 기타금융부채 336,380,262 336,380,262 

6.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현금 및 예치금

  이자수익 6,271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572,909

  이자수익 8,230,154

리스부채

  이자비용 (9,475)

합   계 8,79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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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위험

7.1 보험위험 관리의 개념

지점은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 및 SwissRe 내부모형을 

통하여 보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보험위험은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됩니다.

(1) 보험가격 위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간의 차이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

(2) 보험가격 위험 익스포져 : 직전 1년간의 보유보험료를 익스포져로 인식합니다.

(3) 준비금 위험: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 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

(4) 준비금 위험 익스포져 :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및 자

동차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7.2 보험가격 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단위 : 천원)

당기 수재 출재 보유보험

일반보험 206,213,806 102,130,399 104,083,407 

자동차보험 155,185,247 77,592,960 77,592,287 

보증보험 31,876,925 15,847,053 16,029,872 

장기손해보험 162,763,622 - 162,763,622 

생명보험 170,862,836 - 170,862,836 

합   계 726,902,436 195,570,412 531,3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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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준비금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단위 : 천원)

당기 수재 출재 순액

일반보험 114,493,772 49,162,785 65,330,987 

자동차보험 28,084,551 13,869,806 14,214,745 

보증보험 8,811,352 4,437,070 4,374,282 

합   계 151,389,675 67,469,661 83,920,014 

7.4 보험 종류별 민감도분석

지점은 보험자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손해율, 손해조사비율 및 사업비율 등에 기초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보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5 재보험 신용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지점의 재보험자의 수는 총 2개로서, 재보험자에 대한 집중도와 신

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재보험사 집중도 신용등급(S&P)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98.32 AA-

National Indemnity Company 1.68 AA+

8. 현금및예치금

당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금융기관 당기말

보통예금 씨티은행 13,0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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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도가능금융자산

9.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채무증권 519,341,573 

9.2 당기 중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누적기타포괄손익의 변동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기초 평가손익누계액 -

 당기 처분 (434,265)

 당기 평가손익 발생액 839,612 

 당기말(법인세효과고려후) 405,347 

 법인세효과 129,411 

 당기말(법인세효과고려전) 534,758 

10. 재보험자산 변동내역

10.1 당기말 현재 재보험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미경과보험료적립금 81,580,648 

 지급준비금 67,469,661 

합   계 149,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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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당기 중 재보험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 기초 자산양수도 증가 감소 기말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92,088,121 81,580,648 (92,088,121) 81,580,648 

 지급준비금 - 61,420,816 67,469,661 (61,420,816) 67,469,661 

합   계 - 153,508,937 149,050,309 (153,508,937) 149,050,309 

11. 유형자산

당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기초 -

자산양수도 577,595 

취득 21,120 

처분 (211)

감가상각비 (361,605)

기말 236,899 

취득원가 1,822,824 

상각누계 (1,585,925)

12. 보험가입내용

당기말 현재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의종류 부보내역 부보금액 보험회사

종합보험
종업원상해 14,371,852 

현대해상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11,2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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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형자산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기초 -

자산양수도 415,644 

기말 415,644 

상기 무형자산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서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1) 리스활동의 특성

구분 용도

건물 등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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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권자산 유형별 변동내역

당기 중 사용권자산의 유형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건물 등

기초 -

회계정책변경효과 544,585 

감가상각비 (311,191)

당기말 233,394 

(3) 리스부채 유형별 변동 내역

당기 중 리스부채의 유형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건물 등

기초 -

회계정책변경효과 544,585 

이자비용 9,476 

리스부채지급액 (314,736)

당기말 239,325 

(4) 리스계약에서 인식한 비용은 전액 영업비용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리스비용 　

- 사용권자산상각비 311,191 

- 이자비용 9,476 

- 임차료관련 부가세 3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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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기

- 소액리스 1,441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1년 이하 239,325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   계 239,325 

15. 기타자산

당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기타금융자산: 　

  보험미수금 377,205,457 

  미수금 305,406 

  미수수익 1,471,891 

  보증금 245,934 

기타유동자산: 　

  선급비용 24,855 

소   계 379,2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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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계약부채

16.1 당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지급준비금 225,944,1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83,386,721 

합   계 409,330,821 

16.2 보험종류별 지급준비금 내역

당기말 지점의 보험종류별 지급준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수재 출재 순액

일반보험 114,493,772 49,162,785 65,330,987 

자동차보험 28,084,551 13,869,806 14,214,745 

보증보험 8,811,352 4,437,070 4,374,282 

생명보험 33,858,044 - 33,858,044 

장기손해보험 40,696,381 - 40,696,381 

합   계 225,944,100 67,469,661 158,4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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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보험종류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내역

당기말 지점의 보험종류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수재 출재 순액

일반보험 64,007,387 30,853,288 33,154,099 

자동차보험 86,060,062 43,030,020 43,030,042 

보증보험 15,394,679 7,697,340 7,697,339 

생명보험 11,130,853 - 11,130,853 

장기손해보험 6,793,740 - 6,793,740 

합   계 183,386,721 81,580,648 101,806,073 

16.4 부채적정성평가 (LAT)

지점은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할 보험금 등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

며, 적립한 준비금의 적정성은 부채적정성평가 제도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부채적정성평가 제도란 보험상품 판매 후 손해율 및 사업비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향

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점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 대하여 부채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적정성평

가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보험계약부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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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7.1 법인세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당기법인세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7,827,685 

총당기법인세 7,827,685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의 증감 1,773,328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129,412)

총이연법인세 1,643,916 

법인세비용 9,471,601 

17.2 지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1,045,685 

국내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9,471,056 

법인세효과: -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545 

법인세비용 9,471,601 

유효법인세율 23.08%

17.3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항목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반영 전 법인세 효과 반영 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34,758 (129,411) 4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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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당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29,412)

17.5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752,565)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20,763)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1,773,328)

17.6 당기 중 동일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 당기초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당기말

외화환산손익 - (23,369) - (23,369)

미수이자 - (337,300) - (337,300)

매도가능증권 - 357,950 (129,412) 228,538 

미확정비용 - 338,471 - 338,471 

비상위험준비금 - (1,981,102) - (1,981,102)

리스자산 및 부채 - 1,434 - 1,434 

합   계 - (1,643,916) (129,412) (1,773,328)

지점은 차기 이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산정시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계세율인 24.2%(주민세포함)를 적용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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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부채

당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금융부채 : 

  보험금미지급금 327,304,701 

  미지급금 6,950,738 

  미지급비용 1,885,498 

소   계 336,140,937 

비금융부채 : 

  예수금 27,325,424 

  부가세예수금 1,864,037 

소   계 29,189,461 

합   계 365,330,398 

19. 자본금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지점의 영업기금은 251,023백만원이며 이는 전액 Swiss Re 

Asia Pte. Ltd.로부터 조달 되었습니다.

20. 주식기준보상

20.1 GSPP제도는 총급여의 10% 한도 내에서 예수 금액을 결정하여 주식을 매수하

는 제도로 3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매월 예수금액으로 구매한 주식으로 바로 주주가 

되며, 3년 만기 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30%를 추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동 

주식기준보상제도와 관련한 당기말 기준 미지급비용은 51,760천원입니다.

- 부여 방법: 매월 Equatex AG로 송금되는 예수 금액 만큼 당시 시가로 주식 매입

- 매입주식의 종류: 본점 보통주식

- 추가 보상: 3년 만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 추가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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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익잉여금

21.1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9,860,527

대손준비금 2,617,587

비상위험준비금 9,095,971

합   계 31,574,085

21.2 당기 중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31,574,085

이익잉여금처분액 -

  대손준비금 적립 2,617,587

  비상위험준비금 9,095,971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8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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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손준비금

지점은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

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

정상에서 규정하는 자산 부채에 대해 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과 위험가중자산 산출목적의 내부등급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당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

대손준비금 적립액 2,617,587 

대손준비금 잔액 2,617,587 

(2) 당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대손준비금 전입액 2,617,587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28,956,498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

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

정하여 산출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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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비상위험준비금

(1) 당기 중 비상위험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

적립액

   당기 적립액 9,095,971 

기말 9,095,971 

(2) 당기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9,095,971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22,478,113 

(*) 상기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효과 고려전의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

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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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비용

당기 중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보험료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단위 : 천원)

당기 보험료수익 재보험료비용

일반보험 206,213,806 102,130,399 

자동차보험 155,185,247 77,592,960 

보증보험 31,876,925 15,847,053 

장기손해보험 162,763,622 -

생명보험 170,862,836 -

합   계 726,902,436 195,570,412 

22.2 보험금비용 및 재보험금수익

                                                                                           (단위 : 천원)

당기 보험금비용 재보험금수익

일반보험 141,541,067 68,041,385 

자동차보험 136,204,861 68,011,201 

보증보험 12,538,812 5,721,127 

장기손해보험 112,480,160 -

생명보험 126,511,646 -

합   계 529,276,546 141,773,713 

22.3 손해조사비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지급손해조사비 3,800,033 

수입손해조사비 (1,491,365)

합   계 2,3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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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비

당기 중 지점의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급여 6,306,580 

퇴직급여 1,163,229 

복리후생비 415,774 

일반관리비 25,403,928 

소   계 33,289,511 

수재보험수수료 76,781,200 

수재이익수수료 16,187,559 

잡손실 504 

소   계 92,969,263 

합   계 126,258,774 

24. 금융자산투자수익

당기의 금융자산투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605,825 

25. 금융자산투자손실

당기의 금융자산투자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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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당기의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기타영업수익

 출재보험수수료 38,159,290 

 출재이익수수료 4,123 

 수재예탁금이자 14 

 잡이익 15,159 

합   계 38,178,586 

기타영업비용 　

 재산관리비 323,459 

 잡손실 14 

합   계 323,473 

27. 기타수익비용

당기의 기타수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기타수익 　

 외환차익 996,385 

 외화환산이익 752,540 

합   계 1,748,925 

기타비용 　

 외환차손 2,496,753 

 외화환산손실 213,244 

합   계 2,7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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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지점이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163,229천원입니다.

29. 우발 및 약정사항

(1) 지점은 Swiss Re Asia Pte. Ltd와 지점운영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

자로 "Intra-group Service Agreement for Operational Services"를 체결한 바 있습

니다. 동 계약서에 의하여 지점은 당기에 수수료를 22,199,544천원을 지급하였습니

다.

(2) 지점은 Swiss Re Management Ltd 와 일반경비 지급과 관련된 지급전표의 기장 

및 보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Intra-group Service Agreement for Corp

orate Services & IT Business Support Services"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계약서

에 의하여 지점은 당기에 수수료를 30,06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 지점은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와 출재계약(Quota share)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Retrocess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4) 지점은 National Indemnity Company와 출재계약(Quota share)과 관련하여 201

9년 1월 1일자로 "Retrocess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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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30.1 지배종속관계

(1) 당기말 현재 당지점의 본점은 Swiss Re Asia Pte. Ltd이며, 최상위 지배기업은 S

wiss Reinsurance Company Ltd.입니다.

(2) 지점과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 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본점 Swiss Re Asia Pte. Ltd.

기타특수관계자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Swiss Re Management Ltd.

30.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수익 등 비용 등

재보험수익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이익수수료 수입손해조사비 재보험비용 기타비용

본점 Swiss Re Asia Pte. Ltd. - - - - - 22,212,346 

기타특수관계자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140,964,169 38,042,241 2,589 1,457,324 195,338,187 -

Swiss Re Management Ltd. - - - - - 30,069 

합 계 140,964,169 38,042,241 2,589 1,457,324 195,338,187 22,242,415 

30.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자산 부채

재보험미수금 기타 재보험미지급금 기타

본점 Swiss Re Asia Pte. Ltd. - - - 6,932,283 

기타특수관계자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67,059,661 305,406 74,418,136 -

Swiss Re Management Ltd. - - - 8,522 

합   계 67,059,661 305,406 74,418,136 6,940,805 

- 50 -



30.4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출자

영업기금

본점 Swiss Re Asia Pte. Ltd. 251,023,000 

30.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대표이사 및 각 부서의 부문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급여 1,232,005

퇴직급여 315,278

합계 1,5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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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금흐름표

31.1 당기 중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1,045,685 

조정 : 　

감가상각비 672,797 

금융상품투자손익 (572,909)

이자수익 (8,236,425)

이자비용 9,476 

외화환산손익 (539,295)

재보험자산환입액 4,458,629 

보험계약부채전입액 15,451,333 

조정 계 : 11,243,606 

순운전자본의 변동 : 　

기타자산 (43,273,559)

기타부채 21,681,069 

순운전자본의 변동 계 : (21,592,490)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0,696,801 

31.2 당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02,56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67,804

31.3 당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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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계정책 최초적용 현금흐름 이자비용 당기말

리스부채 544,585 (314,736) 9,476 239,325 

32. 재무제표의 승인

지점의 재무제표는 2020년 3월 27일 지점장이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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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산양수도

구 지점은 2019년 1월 1일자로 구 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Swiss 

Reinsurance Asia Ltd.의 Korea branch인 지점에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최상위 지배

기업인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에 종속되어 있는 두 실체 간의 거래로, 동

일지배하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함에 따라,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

액법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구 지점의 2018

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전된 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같으며, 장

부금액과 이전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자산양수도로 지점에 이전된 자산부채

자산

  현금및예치금 2,483,031,892 

  매도가능금융자산 480,047,069,800 

  유형자산 577,595,188 

  무형자산 415,644,000 

  재보험자산 153,508,937,585 

  기타자산 107,860,941,419 

자산총계 744,893,219,884 

부채 　

  보험계약부채 393,879,488,119 

  기타부채 115,864,271,727 

부채총계 509,743,759,846 

이전받은 순자산가액 235,149,460,038 

이전대가로 지급한 금액 235,423,462,388 

차액 274,0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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