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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리, 2014년 1분기 12억달러 그룹 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14.9%의 양호한 실적 달성 

• 언더라이팅의 견실한 성장과 우호적인 자연재해 상황에 힘입어 

12억불의 양호한 그룹 순이익을 달성. 

• 손해보험 재보험 부문은 순이익은 10억 달러, 경과보험료 수입 

성장률 7.9%, 합산 비율은 78.8 %. 

• 생명보험 재보험 부문은 순이익 5,100만 달러. 아시아 및 

유럽의 신규 사업이 크게 기여하였고,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 15.5% 증가. 

• 코퍼레이트 솔루션 (Corporate Solutions)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익 창출, 순이익 8천만 달러와 경과보험료 성장률 

35.4% 기록. 

• 어드민리® 의 순이익은 4,800만 달러, 총 잉여현금흐름 

2억2백만 달러 달성. 

• 4월 갱신계약의 보험료 규모 14% 증가, 가격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 

•  2014.9.1일자 패트릭 라프라우브 (Patrick Raaflaub) 그룹 

최고 리스크관리책임자(CRO)로 부임예정. 

취리히, (2014. 5. 7.) – 스위스리는 2014년 1분기 순이익 12억 달러의 

견실한 실적을 발표하였다. 전 부문이 골고루 성장하였고, 특히 

손해보험 재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4월 갱신계약 규모는  14%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었다. 스위스리는 

2011~2015년 자체 재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리 그룹 CEO 미셀 리에 (Michel M. Liès) 는 "그룹 전체의 

성과에 만족하며, 손해보험 재보험은 다시 한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생명보험 재보험은 수익성이 높은 신규 사업을 

창출하였고, 미국회계기준(US GAAP)으로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여러 기반 사업들이 강화하고 있다. 코퍼레이트 솔루션은 

1분기에도 지속 성장하였고, 어드민리®는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였다. 

모든 분야가 2011~2015의 재무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손해보험 재보험 및 코퍼레이트 솔루션의 견고한 언더라이팅 실적, 

양호한 투자 성과 

스위스리 그룹의 1분기 순이익 12억 달러는 전년 동기에 거둔 

예외적인 14억 달러보다 11% 감소한 수치이다.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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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유기적 성장과 2012년말 중요 비례재보험(Quota Share) 

만기에 힘입어 11% 증가, 76억 달러(전년동기 68억 달러)를 달성했다. 

1분기 투자 수익률도 개선되어 연 환산 3.7%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수익은 11억 달러로 양호하였다. 

스위스리 그룹 CFO인 데이비드 콜 (David Cole)은 "지난 수년간 

우리가 창출한 성장 동력은 2014년 1분기에도 지속되었다. 재보험 

사업부문과 코퍼레이트 솔루션의 견고한 합산 비율은 언더라이팅에 

대한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자산운용 결과는 잘 짜여진 투자 포트폴리오 

덕분이다. 한편, 스위스리의 자본 관리 계획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 -  

우리는 정기적으로 매력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익성 좋은 

사업기회에 자본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2014년 4월말 현재 스위스 금융감독원(FINMA)에 제출한 스위스리 

그룹의 스위스 SST 비율은 241%이다. 

손해보험 재보험 순이익 10억 달러 달성 

손해보험 재보험의 순이익은 10억 달러로써 전년도의 우수한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견고한 언더라이팅 실적, 준비금 환입, 투자이익 

실현 및 양호한 세금영향 등으로부터 기인하였다. 

1분기 경과보험료 수입은 7.9% 증가한 38억 달러 (전년동기 35억 

달러)이었고, 이는 주로 주요 비례재보험 계약(Quota Share)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인재(人災)로 인한 손해액의 증가 및 낮은 수준의 준비금 환입으로 

손해보험 재보험의 1분기 합산 비율은 78.8% (전년동기 69.7%)를 

달성하였다. 

생명보험 재보험 순이익 5,100만 달러 달성 

1분기 순이익은 5,100만 달러 (전년동기 2억 2백만 달러)로서, 환  

헷지 거래로 인한 손실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은 15.5% 증가한 27억 달러였다. 이는 

기존사업 외 아시아 및 유럽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갱신계약 

때문이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9.6%(전년 동기 13.6%)로서, 전년대비 감소는 

주로 갱신된 계약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경영진은 생명보험 재보험 분야의 수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이전 미국 포트폴리오 문제를 해결하는 등 양호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 재보험분야는 2015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 

10~12%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퍼레이트 솔루션 순이익 8천만 달러, 대다수 보종에서 경과보험료 

수입 증가 

코퍼레이트 솔루션은 1분기에 순이익 8천만 달러 (전년동기 1억 

1백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전년 대비 감소폭은 주로 과거 인수한 

계약들의 보험금 청구와 더불어,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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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은 35.4% 증가하여 8억 3천만 달러 (전년동기 6억 

1300만 달러)이었으며, 거의 대다수의 보종에서 유기적으로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합산 비율은 전년동기 87.6%에서 95.2%로 향상되었다. 

 

어드민리® 는 2억 2백만 달러의 총 현금 흐름 창출 

어드민리®의 1분기 순이익은 4,800만 달러 (전년동기 7,800만 

달러)이었고, 감소 이유는 주로 영국 자본시장의 운용 성과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총 현금 흐름은 2억 2백만 달러를 창출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1억 4,200만 달러의 증가는 주로 영국 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의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 양호한 4월 갱신 

스위스리의 4월 계약갱신 물량은 14% 증가하였고, 위험조정요율도  

양호한 수준이였다. 스위스리는 개별 고객 맞춤형 대형계약, 자연재해 

신규 계약건수의 감소 및 특종 보종사업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수익성이 향상하였다. 

이것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분야에 자본을 투입한다는 스위스리의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 

 

패트릭 라프라우브 (Patrick Raaflaub) 가 그룹 CRO로 부임예정 

스위스리 이사회는 스위스 금융감독원(FINMA) 前 원장 패트릭 

라프라우브가 2014년 9월 1일자로 그룹 이사회 멤버 및 그룹 CRO로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사회의장인 발터 킬홀츠 (Walter B. Kielholz)는 “패트릭 

라프라우브와 같은 유능한 사람을 그룹 CRO로 모시게 되어 무척 

기쁘다. 그분은 1930년대 이후 가장 극심했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FINMA를 효과적인 감독기관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다. 또한 패트릭은 

이전에 스위스리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리스크 및 감독 규제 관련 

이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라프라우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FINMA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 전에는 스위스리에서 스위스리 이태리 CFO, 유럽 

아시아지역 CFO, 그룹 자산관리장 등을 역임하였다. 패트릭 

라프라우브는 스위스 University of St. Galle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에 스위스리에 입사하였고, 1965년 출생이며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리 2011~2015 재무 목표 달성 예상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은 14.9%, 주당순이익은 3.58달러이며, 3월에 

발표한 2013년도 주당 순가치는 108.67달러이다. 



 

 

4 

미셀 리에 (Michel M. Liès)는 "2011~2015 재무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였다. 아직 7분기가 남아있으며 지금까지 

순조롭게 순항 중이다. 4월 갱신실적을 보면 낙관적이다. 향후 관건은 

거시경제 순환 관리 및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 

우수한 장기적 재무 상태유지 등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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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분기 영업실적 요약 (2013년 1분기 대비) 

  2014. 1분기 2013. 1분기 

손해재보험  수입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3 813 3 534 

 순이익  

(백만 달러) 

1003 1 009 

 합산비율 (%) 78.8 69.7 

 투자수익률 (%) 3.6 2.6 

 자기자본이익률 (%) 29.8 35.5 

생명/건강 재보험  수입경과보험료, 수입수수료  

(백만 달러) 

2 672 2 313 

 순이익 (백만 달러) 51 222 

 영업이익률 (%) 9.6 13.6 

 투자수익률 (%) 2.8 3.9 

 자기자본이익률 (%) 3.6 12.6 

코퍼레이트 솔루션 수입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830 613 

 순이익 (백만 달러) 80 101 

 합산비율 (%) 95.2 87.6 

 투자수익률 (%) 3.7 3.2 

 자기자본이익률 (%) 12.0 13.1 

어드민리® 수입경과보험료, 수수료수입 

(백만 달러) 

236 322 

 순이익 (백만 달러) 48 78 

 투자수익률 (%) 4.9 4.7 

 자기자본이익률 (%) 3.2 4.8 

그룹전체 (총액)1
 수입경과보험료, 수수료수입 

(백만 달러) 

7 551 6 782 

 순이익 (백만 달러) 1 226 1 380 

 주당수익률 (USD) 3.58 4.02 

 투자수익률 (%) 3.7 3.4 

 자기자본이익률 (%) 14.9 16.6 

 

                            

1 Principal Investments 등 지주회사 항목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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