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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위스리 미화 8 천 3 백만 달러 순익 기록, 근본적인 수익력 증명

Contact:

•

스위스리 그룹 2 분기 미화 8 천 3 백만 달러 수익 기록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

손해보험 재보험 부문은 비교적 낮은 자연재해 손실과
긍정적인 이전 계약 년도 사업의 경과이익 실현을 바탕으로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912

견실한 실적을 기록, 생명보험 재보험 부문은 실현 이익에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914 828 6511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힘입은 실적
•

코퍼레이트 솔루션(Corporate Solutions) 부문 성장 계획
순조롭게 진행중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

미국 어드민 리(Admin Re) 매각으로 미화 10 억 달러 손실

•

그룹 투자 수익률 4.5%로 매우 양호

•

가격 인상 및 보험료 규모 증가에 따른 성공적인 7 월 재보험
특약 갱신

•

수익률 성장에 지속적인 집중

취리히 2012 년 8 월 9 일 — 스위스리는 2012 년 2 분기 미화 8 천
3 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어드민 리 미국
사업 매각에 따른 미화 10 억 달러 손실의 영향을 받았다. 손해보험
재보험 부문은 견실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생명보험 재보험의
순이익은 실현이익에 힘입었다. 그룹 전체 투자수익률은 매우
양호한 4.5%를 기록했다.
스위스리 그룹 CEO, 미셸 리에(Michel M. Liès)는 “어드민 리 미국
사업의 매각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스위스리의 근본적인 수익능력의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공적인 7 월 재보험 특약 갱신을 발판으로, 하반기 동안
스위스리는 전략 실행과, 선진 시장 및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
포착에 지속적으로 집중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룹 전체 투자수익률 4.5%, 주주 자본 미화 310 억 달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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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미화 54 억불 대비 13.7%
증가한 미화 61 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룹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81.4% 대비 85.7%를 기록했다. 그룹 실적은 4.5% 수익율을 기록한
미화 12 억 달러의 매우 양호한 투자 수입에 힘입었다.
주주자본은 2012 년 1 분기말 미화 312 억 달러 대비 미화 310 억
달러를 기록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미화 11 억 달러의
주주 배당금은 미실현 이익으로 대부분 상쇄되었다. 그룹 자기자본
이익률은 1.1%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15.6% 기록), 어드민 리의
미국 사업 매각을 제외하면, 2012 년 2 분기에 14.5%를 기록했을
것이다.
2 분기 주당순이익은 미화 -0.12 달러로, 어드민 리의 미국 사업
매각을 제외하면, 미화 3.22 달러를 기록했을 것이다. 보통주당
장부가액은 2012 년 1 분기말 미화 87.59 달러 (79.17 스위스프랑)
대비, 미화 87.03 달러(82.38 스위스프랑)로 감소했다.

손해보험 재보험 부문 견실한 실적을 기록, 생명보험 재보험 부문
실현이익에 힘입은 실적
손해보험 재보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미화 3 억 8 천 5 백만 달러
대비 미화 7 억 1 천 7 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실적은 2 분기 내
낮은 자연 재해로 인한 손실, 준비금 환입, 그리고 순 투자이익에
힘입었다. 경과보험료는 미화 2 8 억 달러로, 2011 년 2 분기 미화 2
4 억 달러 대비 18.2%의 양호한 증가를 기록했다. 상반기의
성공적인 갱신들이 견실한 성장에 기여했다.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78.1% 대비 81.0%를 기록했다. 자연재해와 준비금 환입을 감안해
조정하면, 2012 년 2 분기 기저 합산비율은 94.6%로, 기대에
부응했다.
생명보험 재보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미화 5 억 2 천 5 백만 달러
대비 미화 2 억 4 천 8 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실적은 투자
실현이익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분기의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인한다. 해당 실적은 또한 비교적 낮은 투자
수익과 2004 년 이전에 미주에서 인수한 계약들의 지속적인 손실,
그리고 건강 보험 등 전략적 사업확장 부문에 기인한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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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영업실적은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 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미화 21 억 대비 소폭
증가한 미화 22 억 달러를 기록했다. 급부비율은 2011 년 2 분기
72.4% 대비 73.8%로 증가했다.
코퍼레이트 솔루션 성장 계획 순조롭게 진행
코퍼레이트 솔루션 부문 순이익은 전년 동기 미화 5 천 2 백만 달러
대비 미화 2 천 6 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과보험료는 전년 동기
미화 4 억 3 천 9 백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미화 5 억 3 천 6 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사업 부문의 성장 계획에 부응하는
것이다. 해당 분기의 예상보다 높은 자연재해 및 인재 관련 지급
보험금은 투자 수익에 의해 일부 상쇄되었다.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99.5% 대비 110.4%로 증가하였다.
어드민 리 실적, 미국 사업 매각에 따른 손실에 영향
어드민 리는 미국 사업(REALIC)의 Jackson National Life 로의
매각에 따른 미화 10 억달러의 손실로 인해 미화 9 억 1 천 6 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12 년 5 월 31 일의 거래 발표에서
예상되었던 수치보다 높은데, 가장 주된 이유는 6 월의 금리
하락이다. 이는 거래에 의한 자본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거래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변경될 것이다.어드민 리의
주주자본은 2012 년 1 분기 말 기준 미화 7 4 억 달러에서 미화 6
6 억 달러로 감소했다.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2 분기의 더 낮아진
금리로 인한 미실현 이익 증가로 일부 상쇄되었다. 어드민 리 미국
사업의 Jackson National Life 로의 매각은 2012 년 하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거래는 스위스리 그룹에 미화 9 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룹 전체에 걸친 자본
재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주 및 호주/뉴질랜드에서의 성공적인 7 월 특약 갱신
스위스리는 미주, 호주 및 뉴질랜드에 집중된 7 월 특약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그룹의 재보험 연간 특약 보험료의
20%를 차지한다. 이번 7 월 특약 갱신에서는 자사 전체 인수 물건
기준, 지난해의 높은 수준의 요율 인상 수준에 추가적으로 올해
3%의 인상을 실현했다. 갱신 보험료 규모는 7%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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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남미 주요 지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비비례
자연재해 특약 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스위스리는 또한 몇몇
시장에서 배상책임 종목의 가격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위스리는 또한 지난 1 월과 4 월 특약 갱신 관련 자사 수입보험료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수정치에 따르면 1 월과 4 월 특약의 총
수입보험료는 미화 2 9 억 달러가 증가해 전년대비 24% 상승폭을
예상한다.
선진 시장 및 신흥 시장 성장에 지속적으로 집중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낮은 금리는 스위스리의 고객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에 도전적이다. 동시에, 신흥 시장 내에서의 근본적인 성장은
몇몇 국가에서의 완만한 침체 신호에도 불구하고 견실함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 구조, 브랜드 가치, 견실한 자본력,
그리고 혁신력을 바탕으로, 스위스리는 선진 시장과 신흥시장
내에서, 민간 부문은 물론 공공 부문 모두에서 기회를 포착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셸 리에는 “스위스리는 2015 년까지 당사의 신흥시장 사업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20-25%로 증가시킬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실행할 것이다. 신흥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은 당사의 최우선 과제인 5 개년
재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으므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위스리는 선진 시장의 고객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스위스리는 수익성 있는 성장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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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 분기 실적자료(2012 년 2 분기와 2011 년 2 분기 비교)
2012 2 분기

2011 2 분기

순이익(백만 달러)

717

385

합산비율 (%)

81.0

78.1

투자수익률 (%, 연환산)

4.2

1.6

자기자본이익률 (%,

27.0

17.0

순이익 (백만 달러)

248

525

급부비율 (%)

73.8

72.4

투자수익률 (%, 연환산)

5.7%

6.6

자기자본이익률 (%,

12.7

31.5

순이익 (백만 달러)

26

52

(Corporate

합산비율 (%)

110.4

99.5

Solutions)

투자수익률 (%, 연환산)

3.8

3.7

자기자본이익률 (%,

4.1

9.8

손해보험 재보험

연환산)
생명보험 재보험

연환산)
코퍼레이트
솔루션

연환산)
어드민 리

순이익 (백만 달러)

-916

26

(Admin Re®)

투자수익률 (%, 연환산)

4.3

4.7

자기자본이익률 (%,

-52.6

1.8

순이익 (백만 달러)

83

960

주당순이익 (달러)

-0.12

2.80

합산비율 (%)

85.7

81.4

투자수익률 (%, 연환산)

4.5

3.9

자기자본이익률 (%,

1.1

15.6

연환산)
그룹 통합 (전체)

연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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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프리젠테이션과 슬라이드
미디어 및 애널리스트 대상 스위스리 실적에 관한 프리젠테이션과 관련
슬라이드는 www.swissre.co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미디어 컨퍼런스 콜
스위스리는 금일 오전 10:30 am (CET) 미디어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 번호를 이용하여 시작 10분 전에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From Switzerland:

+41 (0)91 610 56 00

From Germany:

+49 (0) 69 25 511 4445

From UK:

+44 (0)203 059 58 62

From France:

+33 (0) 170 918 706

From USA - Toll-Free:

+1 (1)866 291 41 66

From Hong Kong:

+852 58 08 1769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스위스리는 금일 오후 2 pm (CET)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질의 응답
중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 번호를 이용하여 시작 10분 전에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From Switzerland:

+41 (0)91 610 56 00

From Germany:

+49 (0) 69 2 5 511 4445

From UK:

+44 (0)203 059 58 62

From France:

+33 (0) 170 918 706

From US:

+1 (1)631 570 5613

From Australia:

+61 28 073 0441

스위스리 (Swiss Re)
스위스리 그룹은 재보험, 보험, 및 기타 보험 기반 위험 이전 상품을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이다. 고객과 직접 또는 브로커사를 통해 전 세계에 기반을 둔 보험사, 중대형 기업,
공공 부문과 거래를 하고 있다. 표준 상품부터 맞춤형 상품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분야에
걸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본력, 전문성, 혁신력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863 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스위스리는 전세계
60 개에 이르는 사무소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부터 A +등급을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리는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SREN). 더 자세한 사항은 www.swissre.com 혹은
트위터(@SwissR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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