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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재보험 아시아지역 본부 신임 사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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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3 월 2 일 홍콩: 스위스재보험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본부 신임 사장으로 마틴 파커를( Martyn Parker ) 임명했으며, Mr.
파커는 그룹 집행위원을 계속 역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r. 파커는 2006 년 6 월 1 일부로 아시아 지역 신임 사장으로 부임할
것이며, 홍콩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1957 년생이며, 영국 시민권자인
마틴 파커는 재보험업계에서의 30 년 넘은 경력을 통해 폭넓은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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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지고 있다. Mr. 파커는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인도, 중동 등
스위스재보험 아시아 비지니스를 책임져 왔으며, 2005 년 9 월 생명보험
상품 사업부 책임자로서 그룹 집행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스위스재보험
영국 생명보험 사업부의 대표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재보험사 중 하나이며 생명보험 부문 세계 1 위
재보험사로서, 전세계 30 개국 이상에 70 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 년 스위스 쮜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재보험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장기거래 신용,
재무건전성 및 무담보 선순위 채권 신용등급 ‘AA’(부정적 관찰대상: CreditWatch
negative)를, 무디스(Moody's)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 및 선순위 채권 신용등급
‘Aa2’(하향조정 검토대상) 및 단기 신용등급 ‘P-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A+’(탁월)(부정적 검토대상)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1913 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전역에 걸쳐 90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2006 년, 아시아지역 첫 사무소 개설 50 주년을 맞이했다. 1995 년 한국 사무소를
개설한 스위스재보험은, 2001 년 지점 승인을 받고 광범위한 재보험 상품과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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