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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리, 2013년 순이익 44억 달러 발표,  

보통 배당금 주당 3.85 스위스프랑, 특별배당금 주당 4.15 
스위스프랑 제안 예정   

• 견실한 언더라이팅,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자연재해 손실 및 준비금 
환입에 힘입어 44억 달러의 매우 우수한 그룹 순이익 기록 

• 이사회는 주당 3.85 스위스프랑 의 보통 배당금 및 주당 4.15 
스위스프랑의 추가 특별배당 제안 예정1 

• 손해보험 재보험은 순이익 33억 달러 및 합산비율 83.3%라는 
매우 견실한 실적 달성 

• 생명보험 재보험은 순이익 3억 5천 6백만 달러 달성; 호주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 

• 코퍼레이트 솔루션(Corporate Solutions) 순이익 2억 7천 9백만 
달러로 수익성 높은 성장 기록 

• 어드민리® 순이익 4억 2천 3백만 달러 달성, 5억 2천 1백만 
달러의 자금 창출 

• 새로운 그룹 CFO로 데이비드 콜(David Cole) 선임; 수잔 
바그너(Susan L. Wagner) 스위스리 이사회 멤버 선출 제안 

 

스위스리는 2013년 44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해당 실적은 
손해보험 재보험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높은 수익과 코퍼레이트 솔루션 및 
어드민리의 뛰어난 실적에  기인한다. 생명보험 재보험은 호주의 
지급준비금 기준 강화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였다. 스위스리 이사회는 
주당 3.85 스위스프랑의 보통 배당금 및 추가로 주당 4.15 스위스프랑의 
특별배당을 제안할 예정이다.  

스위스리 그룹 CEO 미셸 리에(Michel M. Liès)는 “금번 뛰어난 실적 달성을 
위해 모든 사업부들이 기여하였으며, 특히 손해보험 재보험의 뛰어난 
실적과 코퍼레이트 솔루션의 지속적인 이익 성장 이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창립 150 주년인 해에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여러 난제들이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2014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각 배당은 자본출자 법정준비금에서, 스위스 원천징수세 면제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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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력한  전체그룹  실적, 뛰어난 투자이익 
그룹 전체의 2013년 순이익은 44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42억 달러). 
경과보험료와 수수료 수익은 13% 증가한 28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 254억 달러).  지난 몇 년간의 꾸준한 언더라이팅과, 그룹 전반에 
걸친 몇 차례의 단발성 세금혜택, 그리고 10억 달러에 달하는 준비금 
환입이 손해보험 재보험 부문의 탄탄한 실적에 기여하였다. 순 투자수익, 
대안투자로 인한 이익 및 판매 실현이익이 이번 년도 43억 달러라는 
탄탄한 투자 결과에 기여했다 (자기자본이익률 3.6%  - 전년 4.0%). 또한 
보험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직접투자를 통해 장기적 경제가치를 
창출한 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룹의 합산비율은 견고한 수준인 85.3%를 기록하였다. 전년도 준비금 
환입 및 예상보다 낮은 자연재해 손실을 고려하여 조정한 
합산비율은 94.6%를 기록했다. 

미화 약 31억 달러의 총 배당금 제안 예정 
주당 순이익은 2012년 11.85달러(11.13 스위스프랑) 대비 12.97 
달러(12.04 스위스프랑)를 기록했다. 2013년 말 기준 주주자본은 
330억 달러였다 (2012년 340억 달러). 주당 순자산은 2013년말 기준 
93.08 달러(82.76 스위스프랑)이며, 2012년 말에는 95.87 달러(87.76 
스위스프랑)였다.  

그룹자본 상황이 모든 해당 상환능력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스위스리 
이사회는 연례주주총회에서 주당 3.85 스위스프랑의 2013년도 
정기배당을 제안할 것이다.(2012년도 3.50 스위스프랑) 또한 이사회는 
주당 4.15 스위스프랑의 특별배당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체 배당금 
규모를 합치면, 주주에 대한 약 31억 달러 규모의 총주주 자본수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급은 자본출자의 법정준비금에 대한 스위스 
원천세 면제 분배 형식으로 연례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승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룹 CFO 조지 퀸(George Quinn)은 “당사는 2009년부터 증가하는 
이익에 부합되도록 배당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이러한 
흐름을 2013년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스위스리는 부채감소 및 자산 포트폴리오 내 고등급 신용 및 주식 비중을 
증가라는 두 가지 자본관리 우선순위를 달성 혹은 초과 달성했습니다. 
당사는 2011- 2015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손해보험 재보험 지속적 수익창출 
손해보험 재보험의 순이익은 2013년에 33억 달러로 증가했다 (전년 
30억 달러). 이는 탄탄한 언더라이팅 실적과 함께, 전년도의 준비금 관련 
스위스리에게 우호적이었던 변동사항, 예상보다 순조로웠던 자연재해 및 
단발성 세금 혜택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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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재보험의 합산비율은 83.3%를 기록했다 (전년 80.7%). 예상 
자연재해 손실 및 전년도의 준비금 환입에 대한 조정을 반영한 
합산비율은 93.6%이다. 

순 경과보험료는 17.9% 증가한 1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대형 비례재보험 계약의 만기에 힘입은 것이며, 미주에서의 신규 
계약도 이에 기여했다. 

생명보험 재보험, 3억 5천 6백만 달러의 순이익 
생명보험 재보험은 2013년에 3억 5천 6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전년 7억 3천 9백만 달러). 이러한 실적 감소는 3억 6천 
9백만 달러에 달하는 호주의 단체상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1분기 재계약된 보험계약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은 9.9% 증가한 1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 91억 달러). 전체 연도의 영업이익률은 5.2%였는데 (전년 8.6%), 
이는 호주 내 단체상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생명보험 재보험 부문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대규모 신규 
비지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2013년 4분기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 
규모의 신규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코퍼레이트 솔루션, 2억 7천 9백만 달러의 순이익 기록 및 성장을 위한 
투자  
코퍼레이트 솔루션은 2013년에 2억 7천 9백만 달러 규모의 매우 
견고한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순이익 1억 9천 
6백만 달러에 비해 42.3% 높은 수준이다. 순 경과보험료는 대부분의 
사업부문에 걸친 성장과 비례재보험 계약의 만기에 힘입어 29억 달러로 
증가했다. 재무 상태는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합산비율은 96.2%에서 95.1%로 개선되었다.  

코퍼레이트 솔루션은 각 현지 코퍼레이트 솔루션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사무소  내 현지 팀 강화 및 싱가포르 원수보험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판매 채널 확장 등, 유기적 / 비유기적 성장 목표를 설정하여 
신중한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어드민리®, 4억 2천 3백만 달러의 순이익 달성, 5억 2천 1백만 달러의 
자금 창출  
어드민리®는 2013년 한 해 4억 2천 3백만 달러의 탄탄한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전년 1억 8천 3백만 달러). 또한, 자금 창출 규모는 5억 
2천 1백만 달러였다 (전년에는 어드민리® US 매각 수익 8억 4백만 
달러를 포함한 12억 달러). 이는 해당 부문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그룹에 대한 기여도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한 경영진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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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드민리®는 영국 생명보험시장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내 자금조달 이외에도 어드민리®는 신규사업 성장을 위한 레버리지 
사용 증대를 포함한 대체 자금조달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1월 갱신 
1월 갱신시 재보험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을 유지하긴 했지만 가격 
자체는 하락하였다 (특히 자연재해 관련). 전반적으로 위험조정 가격 
수준은 3.6% 감소하였고 스위스리의 전체 재보험 비지니스 규모는 약 6% 
감소하였다. 스위스리의 적극적인 사이클 매니지먼트 및 포트폴리오 
변동은 2014년도의 예상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비례 재보험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다음 주요 갱신시기는 4월과 6월이다. 스위스리는 
1월 대비 자연재해 재보험의 수익률 감소가 미미할 것이며, 특종보험 
요율은 안정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그룹 CFO로 데이비드 콜(David Cole) 선임 
스위스리 이사회는 현 최고 리스크관리책임자 (CRO)인 데이비드 콜이 
2014년 5월 1일부로 그룹의 최고재무담당책임자(CFO)로 선임된다고 
발표했다.   

이사회 의장인 발터 킬홀츠(Walter B. Kielholz)는 “조지 퀸(George Quinn)의 
뒤를 이어 데이비드 콜이 스위스리의 그룹 CFO로 새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데이비드는 본 핵심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고 적격자입니다. 지난 3년간 그룹 CRO로서 그는 
보험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내부후보자의 선임은 저희 스위스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콜은 2010년 11월에 스위스리에 합류하였으며 2011년 
3월에 그룹 CRO가 되었다. 입사 전 데이비드는 네덜란드 소재 
은행그룹인 ABN Amro Holding 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곳에서 최종 
직책은 CFO 및 CRO였다. 데이비드는 다수의 리스크관리, 고객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유럽 및 미주의 여러 국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데이비드는 1984년에 ABN Amro에 합류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보험 및 재보험 업계의 고위 리스크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협회인 
CRO포럼 회장직을 맡았다. 1961년생이며 네덜란드 및 미국 국적이다.  

새로운 그룹 CRO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수잔 바그너(Susan L. Wagner) 스위스리 이사회 멤버로 선출 제안 예정  
스위스리 이사회는 2014년 4월 11일에 있을 연례주주총회에서 수잔 
바그너를 이사회 신규 멤버로 선출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터 킬홀츠(Walter B. Kielholz)는 “수잔 바그너가 이사회에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주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녀는 금융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쌓아왔으며, 기업 및 경영인으로의 경험을 통해 저희 이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BlackRock 창립 파트너로서의 그녀의 경력은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 전략적 비전 및 금융 수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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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바그너는 2012년부터 BlackRock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했다. 그 
이전에 그녀는 BlackRock의 부회장 겸 최고운영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그녀는 1988년에 BlackRock 에 창립 파트너로 합류하였으며, 기업공개, 
인수 및 합작투자 등 동사의 경영전략을 이끌었다. 

그녀는 University of Chicago에서 MBA 를, 그리고 Wellesley College에서 
영문학 및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스위스리, 2011—2015 재무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 
스위스리는 2011—2015 재무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이다. 2013년에 
자기자본이익률은 13.7%, 그리고 연평균 주당순이익은 12.97 달러였다. 
경제적 주당순자산 수치는 2014년 3월 18일로 예정된 2013년도 
연차보고서 발표와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미셸 리에(Michel M. Liès)는 “당사가 앞으로 여러 난제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저희는 전략적 및 재무적 목표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초점은 
오로지 이러한 중요한 목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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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계년도 실적상세 (2012년과 2013년 비교) 

  FY 2013 FY 2012 

손해보험 재보험 수입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14 542 12 329 

 순이익 (백만 달러) 3 292 2 990 

 합산비율 (%) 83.3 80.7 

 투자수익률 (%) 2.8 3.2 

 자기자본이익률 (%) 26.4 26.7 

생명 재보험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 
(백만 달러) 

10 023 9 122 

 순이익 (백만 달러) 356 739 

 영업이익률 1 (%) 5.2 [8.6] 

 투자수익률(%) 4.1 4.7 

 자기자본이익률 ( %) 5.4 8.9 

코퍼레이트 솔루션 수입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2 922 2 284 

 순이익 (백만 달러) 279 196 

 합산비율(%) 95.1 96.2 

 투자수익률(%) 2.4 3.2 

 자기자본이익률 (%) 9.6 7.4 

어드민리®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백만 달러) 

1 330 1 705 

 순이익 (백만 달러) 423 183 

 투자수익률 (%) 5.1 4.9 

 자기자본이익률 (%) 6.8 2.6 

그룹 통합(전체)2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 
(백만 달러) 

28 818 25446 

 
순이익 (백만 달러) 4 444 4 201 

 주당 순이익 (USD) 12.97 11.85 

 합산비율(%) 85.3 83.1 

 투자수익률(%) 3.6 4.0 

 자기자본이익률 (%) 13.7 13.4 

4분기 실적 상세 (2012년 4분기와 2013년 4분기 비교) 

                                                

1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 영업수익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자기자본투자를 포함한 그룹 항목들도 반영합니다.  



 
 

7 

  Q4 2013 Q4 2012 

손해보험 재보험 수입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3 887 3 132 

 순이익 (백만 달러) 1 008 583 

 합산비율 (%) 84.0 88.2 

 투자수익률 (%, 연환산) 2.5 1.9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32.8 19.7 

생명보험 재보험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 
(백만 달러) 

2 759 2 525 

 순이익 (백만 달러) (–19) 95 

 영업이익률 (%) (–1.1) 8.2 

 투자수익률 (%, 연환산) 4.4 3.0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4) 5.0 

코퍼레이트 솔루션 수입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832 629 

 순이익 (백만 달러) 52 -24 

 합산비율(%) 98.6 101.9 

 투자수익률 (%, 연환산) 2.2 3.1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7.6 -3.3 

어드민리®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 
(백만 달러) 

287 245 

 순이익 (백만 달러) 85 102 

 투자수익률 (%, 연환산) 5.2 5.1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5.7 6.0 

그룹 전체 수입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 
(백만 달러) 

7 776 6 532 

 
순이익 (백만 달러) 1 206 795 

 주당 순이익 (USD) 3.52 2.32 

 합산비율 (%) 86.6 90.5 

 투자수익률 (%, 연환산) 3.8 3.0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5.4 9.7 

상기 내용과 스위스리 그룹의 2013 Financial Review는 스위스리 사업 및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와 2013년도 예비 미감사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리의 사업 및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는, 2013년도 감사 재무제표, 그리고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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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타 공시사항 및 기 공시사항 함께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그룹 2013 Financial Review는 2014년 3월 18일에 스위스리 웹사이트에 게재될 
2013년도 총 연차보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및 슬라이드 
스위스리의 실적에 대한 미디어 및 애널리스트 용 동영상 프레젠테이션과 첨부 
슬라이드는 www.swissre.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컨퍼런스 콜: 
스위스리는 중앙유럽표준시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미디어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번호로 컨퍼런스 시작 10분 전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위스에 계신 경우: 
+41 (0)  58 310 5000 

독일에 계신 경우: 
+49 (0) 69 25 511 4445 

영국에 계신 경우: 
+44 (0) 203 059 5862 

프랑스에 계신 경우: 
+33 (0) 17091 8706  

미국에 계신 경우 (무료): 
+1 (1) 866 291 41 66 

홍콩에 계신 경우: 
+852 58 08 1769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스위스리는 중앙유럽표준시로 오늘 오후 2시에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응답에 중점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다음의 번호로 컨퍼런스 
시작 10분 전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위스에 계신 경우: 
+41 (0) 58 310 5000 

독일에 계신 경우: 
+49 (0) 69 25 511 4445 

영국에 계신 경우: 
+44 (0) 203 059 5862 

프랑스에 계신 경우: 
+33 (0) 17091 8706 

미국에 계신 경우 (무료): 
+1 (1) 631 570 5613 

호주에 계신 경우 (무료): 
+61 28 07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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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to editors: 

For logos and photography of Swiss Re 
executives,directors or offices go to 
www.swissre.com/media 

For media 'b-roll' please send an e-mail to 
media_relations@swissre.com 

  

Swiss Re 
The Swiss Re Group is a leading wholesale provider of reinsurance, insurance and other 
insurance-based forms of risk transfer. Dealing direct and working through brokers, its global 
client base consists of insurance companies, mid-to-large-sized corporations and public sector 
clients. From standard products to tailor-made coverage across all lines of business, Swiss Re 
deploys its capital strength, expertise and innovation power to enable the risk-taking upon 
which enterprise and progress in society depend. Founded in Zurich, Switzerland, in 1863, 
Swiss Re serves clients through a network of over 60 offices globally and is rated "AA-" by 
Standard & Poor's, "Aa3" by Moody's and "A+" by A.M. Best. Registered shares in the Swiss Re 
Group holding company, Swiss Re Ltd, are listed on the SIX Swiss Exchange and trade under 
the symbol SREN. For more information about Swiss Re Group, please visit: www.swissre.com 
or follow us on Twitter @SwissRe. 

Cautionary note on forward-looking statements 
Certain statements and illustrations contained herein are forward-looking. These statements 
(including as to plans objectives, targets and trends) and illustrations provide current 
expectations of future events based on certain assumptions and include any statement that 
does not directly relate to a historical fact or current fact. 

Forward-looking statements typically are identified by words or phrases such as “anticipate“, 
“assume“, “believe“, “continue“, “estimate“, “expect“, “foresee“, “intend“, “may increase“ and 
“may fluctuate“ and similar expressions or by future or conditional verbs such as “will“, “should“, 
“would“ and “could“. These forward-looking statements involve known and unknown risks, 
uncertainties and other factors, which may cause Swiss Re’s actual results of operations, 
financial condition, solvency ratios, liquidity position or prospects to be materially different from 
any future results of operations, financial condition, solvency ratios, liquidity position or 
prospects expressed or implied by such statements or cause Swiss Re to not achieve its 
published targets. Such factors include, among others: 

• further instability affect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developments related 
thereto, including as a result of concerns over, or adverse developments relating to, 
sovereign debt of euro area countries; 

• further deterioration in global economic conditions; 
• Swiss Re’s ability to maintain sufficient liquidity and access to capital markets, 

including sufficient liquidity to cover potential recapture of reinsurance agreements, 
early calls of debt or debt-like arrangements and collateral calls due to actual or 
perceived deterioration of Swiss Re’s financial strength or otherwise; 

• the effect of market conditions, including the global equity and credit markets, and the 
level and volatility of equity prices, interest rates, credit spreads, currency values and 
other market indices, on Swiss Re’s investment assets; 

• changes in Swiss Re’s investment result as a result of changes in its investment policy 
or the changed composition of its investment assets, and the impact of the timing of 
any such changes relative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 uncertainties in valuing credit default swaps and other credit-related instruments; 

http://www.swissre.com/media
mailto:media_relations@swiss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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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le inability to realise amounts on sales of securities on Swiss Re’s balance sheet 
equivalent to their mark-to-market values recorded for accounting purposes; 

• the outcome of tax audits, the ability to realise tax loss carryforwards and the ability to 
realise deferred tax assets (including by reason of the mix of earnings in a jurisdiction 
or deemed change of control), which could negatively impact future earnings; 

• the possibility that Swiss Re’s hedging arrangements may not be effective; 
• the lowering or loss of one of the financial strength or other ratings of one or more 

Swiss Re companies, and developments adversely affecting Swiss Re’s ability to 
achieve improved ratings; 

• the cyclicality of the reinsurance industry; 
• uncertainties in estimating reserves; 
• uncertainties in estimating future claims for purposes of financial reporting,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large natural catastrophes, as significant uncertainties may 
be involved in estimating losses from such events and preliminary estimates may be 
subject to change as new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 the frequency, severity and development of insured claim events; 
• acts of terrorism and acts of war; 
• mortality, morbidity and longevity experience; 
• policy renewal and lapse rates; 
• extraordinary events affecting Swiss Re’s clients and other counterparties, such as 

bankruptcies, liquidations and other credit-related events; 
• current, pending and future legislation and regulation affecting Swiss Re or its ceding 

companies, and the 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or regulations; 
• legal actions or regulatory investigations or actions, including those in respect of 

industry requirements or business conduct rules of general applicability; 
•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 significant investments, acquisitions or dispositions, and any delays, unexpected costs 

or other issues experienced in connection with any such transactions; 
• changing levels of competition; and 
• operational factors, including the efficacy of risk management and other internal 

procedures in managing the foregoing risks. 

These factors are not exhaustive. Swiss Re operates in a continually changing environment and 
new risks emerge continually. Readers are cautioned not to place undue reliance on forward-
looking statements. Swiss Re undertakes no obligation to publicly revise or update any forward-
looking statements, whether as a result of new information, future events or otherwise. 

This communication is not intended to be a recommendation to buy, sell or hold securities and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for the sale of, or the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securities in any 
jurisdiction,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y such offer will only be made by means of a 
prospectus or offering memorandum, and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securities laws. 


	 견실한 언더라이팅,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자연재해 손실 및 준비금 환입에 힘입어 44억 달러의 매우 우수한 그룹 순이익 기록
	 이사회는 주당 3.85 스위스프랑 의 보통 배당금 및 주당 4.15 스위스프랑의 추가 특별배당 제안 예정0F
	 손해보험 재보험은 순이익 33억 달러 및 합산비율 83.3%라는 매우 견실한 실적 달성
	 생명보험 재보험은 순이익 3억 5천 6백만 달러 달성; 호주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
	 코퍼레이트 솔루션(Corporate Solutions) 순이익 2억 7천 9백만 달러로 수익성 높은 성장 기록
	 어드민리® 순이익 4억 2천 3백만 달러 달성, 5억 2천 1백만 달러의 자금 창출
	 새로운 그룹 CFO로 데이비드 콜(David Cole) 선임; 수잔 바그너(Susan L. Wagner) 스위스리 이사회 멤버 선출 제안
	스위스리는 2013년 44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해당 실적은 손해보험 재보험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높은 수익과 코퍼레이트 솔루션 및 어드민리의 뛰어난 실적에  기인한다. 생명보험 재보험은 호주의 지급준비금 기준 강화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였다. 스위스리 이사회는 주당 3.85 스위스프랑의 보통 배당금 및 추가로 주당 4.15 스위스프랑의 특별배당을 제안할 예정이다.
	스위스리 그룹 CEO 미셸 리에(Michel M. Liès)는 “금번 뛰어난 실적 달성을 위해 모든 사업부들이 기여하였으며, 특히 손해보험 재보험의 뛰어난 실적과 코퍼레이트 솔루션의 지속적인 이익 성장 이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창립 150 주년인 해에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여러 난제들이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2014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