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현황 

대리점명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주식회사 대표자명 최용관 

등록번호 2012050138 전화번호 02-6210-6600 

모집인수 915명 (2019년 12월 말 기준) 자본금 5,955,400,000원 

주주현황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100% 보유)  

 

2. 지점현황  

지점명 주소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에이동 501호 (도화동,효성해링턴스퀘어) 

중앙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에이동 504호 (도화동,효성해링턴스퀘어)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에이동 505호 (도화동,효성해링턴스퀘어)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에이동 503호 (도화동,효성해링턴스퀘어) 

마포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에이동 502호 (도화동,효성해링턴스퀘어)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7층 (초량동, 교원아카데미빌딩)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15층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4층 (문화동, 기독교봉사회관)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3층 (중흥동, 에스알비빌딩)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12층 (서노송동, 대우빌딩) 

경남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9, 701~703호 (용호동, 대구은행빌딩)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 4층 (달동, 문형빌딩)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10층 (주안동,에이스빌딩) 

이앤씨샵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10호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에이아이아이지점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길 50 (봉덕동) 

세종지점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33-15 6층 (나성동, 애플타워) 

신달구벌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43 2층 (봉산동) 

달구벌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36 2층 (신천동,농공빌딩) 

달구벌안동지점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2길 73-21 2층 (옥동) 

대경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33길 7 2층 (원평동) 

영남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1301호 (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달구벌예천지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41 3층(남본리, 베스트프라자) 

달구벌구미중앙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4길 7, 2층 (형곡동) 

달구벌인스월드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58, 2층 (신천동,대륙빌딩) 

달구벌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631번길 11, 202-3호 (용흥동) 

신세계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302-7 206호 (임수동, 구미공구상가) 

대경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28번길 18, 1층(해도동) 

하나로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728 2층 (신평동) 



아너스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47길 7 에이동 301호 (신매동,신매동올리

브카운티) 

학산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69-1 2층 (신천동) 

신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32-1 2층 (형곡동)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87 203호 (사림동,호영아너스) 

 

3. 제휴회사 현황 

손해보험사 총 11개사 

AI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총 11개사 

동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ABL생명보험, AIA생명보험, 

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Metlife생명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