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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순이익 42 억 달러의 우수한 실적  
 스위스리 이사회 보통 배당금 주당 3.50 스위스프랑으로 인상 및 

추가 특별 배당금 주당 4.001 스위스프랑 제안 예정 
 손해보험 재보험 및 코퍼레인트 솔루션(Corporate Solutions) 

견실한 언더라이팅 실적, 그룹 합산비율 83.1% 
 성공적인 1 월 손해보험 갱신, 비례 재재보험(quota share 

retrocession) 만료로 인한 2013 년 추가 성장 예상 
 우수한 투자 성과를 포함, 전 사업 부분이 긍정적으로 기여 

 
취리히, 2013 년 2 월 21 일 –스위스리는 미화 42 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해당 실적은 매우 견실한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성 및 우수한 
투자 실적에 기인한다. 스위스리 이사회는 총 주주자본수익 약 미화 28 억 
달러에 이르는, 주당 3.50 스위스프랑의 보통 배당금 및 추가로 주당 4.00 
스위스프랑의 특별 배당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스위스리 그룹 CEO, 미셸 리에(Michel M. Liès)는 “금번 실적은 
스위스리의 전략이 효과적이며, 2011-15 재무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위스리의 손해보험 재보험 부문은 매우 
견실한 실적을 보였으며, 투자 실적도 우수했다. 그룹의 사업 성과도 
명백하게 매우 견실함을 보였으며, 또한 이전 년도 지급 준비금의 환입과 
투자이익 실현을 포함한다. 2012 년은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 하에서의 첫 
번째 해였으며, 모든 사업 부문이 이러한 만족스러운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라고 말했다. 

우수한 전체 그룹 실적  
2011 년 26 억 달러 대비 2012 년 순이익은 미화 42 억 달러였다. 해당 
실적은 2011 년 미화 222 억 달러에서 2012 년 미화 254 억 달러로 15% 
성장한 보험료 및 수수료 수익과  손해보험의 이전 계약년도 사업의 

우호적인 실현에 힘입었다. 이에 더해, 2011 년 4.4%의 투자 수익율 
대비 2012 년 4.0%의 투자 수익율과 함께, 투자이익은 미화 45 억 
달러였다. 2012 년 투자 관련 순실현이익은 미화 15 억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1 두 배당금 모두 자본 출자의 법적 준비금에 대한 스위스 원천세 면제 분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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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합산비율은 83.1%로 우수하였으며, 2012 년 예상인 94%에 비해 
현저하게 나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2012 년 11 월 말 기준 발표되었던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예상 보험금 미화 9 억 달러를 포함한다. 전년도 
준비금 환입과 전년도 대비 소폭 낮은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조정한 
합산비율은 91.1%였다. 임의적인 변동성 제거를 위해 보다 긴 기간에 
걸쳐 측정된 그룹의 5 개년 평균 합산비율은 2007 년 98.3%에서 
2012 년 95.4%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룹의 손해보험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잘 보여준다. 

주당순이익은 2011 년 미화 7.68 달러 (6.79 스위스프랑)대비 미화 11.85 
달러(11.13 스위스프랑)를 기록했다. 주주자본은 미화 340 억 달러로 미화 
44 억 달러 증가했다. 보통주당 장부가액은 2011 년말 86.35 달러 (80.74 
스위스프랑) 대비 2012 년 12 월말 95.87 달러 (87.76 스위스프랑)로 
증가했다. 

견실한 그룹 자본 상황의 결과로, 스위스리의 이사회는 연례총회에서 
2011 년 3.00 스위스프랑에서 주당 3.50 스위스프랑으로 2012 년 보통 
배당금 인상을 제안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사회는 주당 4.00 
스위스프랑의 특별 배당금을 제안할 것이다. 전체적인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총주주자본수익은 약 미화 28 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해당 지급은 
자본 출자의 법적 준비금에 대한 스위스 원천세 면제 분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연례총회 주주 승인 후에 지급될 것이다. 

그룹 CFO 인 조지 퀸은 “스위스리는 자본 운용 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스위스리는 1 년 전 특별 배당금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이제 주주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했다. 

“스위스리의 자본 운용 우선순위는 향후에도 변함이 없다. 우선적으로, 
스위스리는 보통 배당금 인상을 목표로 한다. 그 이후에는 당사의 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곳에서  스위스리의 사업을 성장시킨다. 스위스리 
그룹은 우수한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매우 견실한 손해보험 재보험 실적  
2012 년 손해보험 재보험 순이익은 미화 30 억 달러로, 2011 년 대비 미화 
19 억 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매우 견실한 실적은 전년도 미화 101 달러 
대비 21.6% 성장한 미화 124 억 달러의 순경과보험료, 늘어난 이윤 폭, 
우호적인 이전 연도 지급 준비금 환입 및 투자이익 실현의 조합에 힘입은 
것이다. 해당 실적은 또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자연재해 손해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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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손해보험 재보험 합산비율은 전년도 104.0% 대비 80.7%였다. 
예상되는 자연재해와 전년도 준비금 환입을 고려하여 조정한 합산비율은 
90.1%를 기록했다. 

생명보험 재보험 미화 7 억 3 천 9 백만 달러의 순수익 기록 
2012 년 생명보험 재보험은 전년도 미화 17 억 달러 대비 미화 7 억 3 천 
9 백만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낮은 실적은 낮은 투자 
수익에 기인했다. 

2012 년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다수의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거래들과 
견실한 글로벌 성장을 이루어냈다. 경과보험료와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미화 84 억 달러 대비 91 억 달러로 8.5% 증가했다. 해당연도 
급부비율(손해보험의 합산 비율과 유사한 개념)은 75.5%로 전년도 74.5% 
대비 소폭 향상되었다. 

코퍼레이트 솔루션 수익과 성장 기록 
2012년 코퍼레이트 솔루션은 미화 1억 9천 6백만 달러로 양호한 순수익을 
기록, 전년도 미화 8천 1백만 달러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 그룹 내 거래를 
제외한 총수입보험료는 모든 주요 보종에 걸친 유기적인 성장에 힘입어 
미화 35억 달러로 38.1% 성장했다. 합산비율은 107.9%에서 96.2%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실적은 이전 년도 지급 준비금 환입과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손실의 영향을 포함한 것이다. 

코퍼레이트 솔루션은 기업 보험 시장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갖춘 글로벌 
회사로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 미화 40-50 억 
달러 및 10-15% 범위의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 자체 목표 달성 계획에 잘 
부응하고 있다. 

어드민 리 매우 견실한 총현금 생성 능력 보유 
2012 년 어드민 리는 전년도 미화 3 억 2 천 9 백만 달러 대비 미화 1 억 
8 천 3 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어드민 리 미국 사업 
매각을 반영한 것이다. 매각 효과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미화 5 억 8 천 
2 백만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다. 해당 실적은 투자 수익을 포함하며, 
긍적적인 런오프 비즈니스에 힘입었다. 

총현금 생성은 예상했던 미화 12 억 달러를 현저하게 상회했다. 그룹 CFO 
조지 퀸은 “어드민 리의 총현금 생성 능력은 어드민 리의 미국 사업 매각을 
포함, 2012 년에 취한 조치들로 인해 한층 더 개선되었다. 스위스리는 
지속적으로 어드민 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이며, 
총현금 생성 능력을 한층 더 개선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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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1 월 갱신 
매우 성공적인 1 월 손해보험 특약 갱신은 스위스리가 건실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도 11%의 수익성을 유지한 성장을 달성하게 
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낮은 금리의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전 2%의 
가격 증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해당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 가격의 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성장은 맞춤화된 
솔루션에 대한 수요 및 유럽과 북남미의 지급능력 지원 거래에 힘입었다. 

2012 년 12 월, 버크셔 해서웨이와의 5 년간 20% 비례재보험 협약이 
만료되었다. 이 효과만으로도 스위스리의 2013 년 손해보험 재보험과 
코퍼레이트 솔루션 비즈니스의 순수입보험료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리 2011—2015 재무 목표 달성 순조롭게 진행 
스위스리는 2011—2015 재무 목표 달성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2012 년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13.4%였으며, 주당순이익이 54% 
증가하였다. 주당 경제적 순자산 수치는 2013 년 3 월에 2012 년도 
연간보고서 발행과 함께 발표될 것이다. 

성장과 개발을 가능케 한 150 년 
2013 년 스위스리는 전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이벤트들을 
통해 150 주년을 기념한다. 글래러스(Glarus) 화재 참사 이후, 1863 년에 
세워진 스위스리는 주요 리스크 이벤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민간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실적을 쌓아왔다.  

그룹 CEO, 미셸 리에는 “스위스리가 150 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스위스리를 이끌게 된 것은 영광이다. 스위스리는 많은 기회들을 앞두고 
있다. 선진 시장에서는, 스위스리의 혁신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것이며, 스위스리가 보험 산업의 
커다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고성장 시장에서는 시장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들에 대한 재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스위스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 

 

Page 5/8 

전체 회계연도 실적 정보 (2012 년 대비 2011 년) 
  FY 2012 FY 2011 

손해보험 수입경과보험료(백만달러) 

순이익(백만 달러) 

12,329 

2990 

10,135 

1099 
 합산비율 (%) 80.7% 104.0% 

 투자수익률 (%, 연환산) 3.2% 3.1%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26.7% 11.0% 

 

생명보험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익(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9,122 

739 

 

8,404 

1664 

 급부비율 (%) 75.5% 74.5% 

 투자수익률 (%, 연환산) 4.7% 6.8%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8.9% 21.2% 

코퍼레이트 
솔루션 

수입경과보험료(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2,284 

196 

1,929 

81 
(Corporate 
Solutions) 

합산비율 (%) 
96.2% 107.9% 

 투자수익률 (%, 연환산) 3.2% 4.5%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7.4% 3.7% 

어드민 리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익(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1,705 

183 

1,686 

329 

(Admin Re®) 투자수익률 (%, 연환산) 4.9% 5.0%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2.6% 5.0% 

그룹 통합 (전체)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익(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25,446 

 

4201 

22,176 

 

2626 
 

주당순이익 (달러) 
USD 11.85/CHF 11.13 USD 7.68 

/CHF 6.79 

 합산비율 (%) 8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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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수익률 (%, 연환산) 4.0% 4.4%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3.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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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기 실적 정보 (2012 년 4 분기 대비 2011 년 4 분기) 

  Q4 2012 Q4 2011 

손해보험 수입경과보험료(백만달러) 

순이익(백만 달러) 

3,132 

583 

2,641 

615 
 

합산비율 (%) 
88.2 95.9 

 투자수익률 (%, 연환산) 1.9 3.8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9.7 24.5 

 

생명보험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2,525 

95 

 

2,133 

633 

 급부비율 (%) 74.9 72.6 

 투자수익률 (%, 연환산) 3.0 9.3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5.0% 30.1 

코퍼레이트 솔루션  수입경과보험료(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629 

-24 

553 

4 

(Corporate 합산비율 (%) 101.9 104.0 

Solutions) 투자수익률 (%, 연환산) 3.1 4.3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3.3 0.7 

어드민 리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245 

 

102 

411 

 

61 
(Admin Re®) 투자수익률 (%, 연환산) 5.1 4.3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6.0 3.4 

그룹 통합 (전체)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백만달러) 

순이익 (백만 달러) 

6,532 

795 

5,738 

983 

 주당순이익 (달러) 
USD 2.32 
CHF 2.17 

USD 2.87 
CHF [2.54] 

 합산비율 (%) 90.5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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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수익률 (%, 연환산) 3.0 4.1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9.7 13.7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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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리(Swiss Re Ltd)는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SREN). 더 자세한 사항은 www.swissre.com 혹은 
트위터(@SwissR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