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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재보험 2013 년 ¾분기 11 억 달러 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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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순이익 11억 달러, 자기자본 이익율 14.3% 달성 
• 손해보험 재보험 순이익 8억 7백만 달러, 합산비율 80.9%로 
그룹 내 큰 선전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재보험, 호주 단체상해보험 지급준비금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 

• 코퍼레이트 솔루션 사업부 보험료 34.5% 성장, 당기 순이익 7천 
1백만 달러 달성 

• 그룹 자기자본 3백 19억 달러로 여전히 견고한 상태; 2013년 
상반기 SST 비율 229%  

• 자산 재조정 작업 대체적으로 완성, 부채감소는 계획대로 진행 중 
 

2013년 11월 7일, 스위스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손해재보험의 
지속적 선전 덕분에 2013년 ¾분기 순이익 1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2년 동 기간의 실적과 비교해 볼때, 
2012년 ¾분기 순이익은 22억달러였으나 당시에는 어드민리 
US를 처분하여 발생한 단발성 이익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룹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14.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스위스재보험은 
2011-2015년 재무 목표의 중간시점을 지나는 현재, 그 목표를 
향해 순항 중에 있다. 

스위스재보험 그룹 CEO미셸 리에(Michel M. Liès)는 "금번 결과는 
스위스재보험의 뛰어난 수익 창출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손해 재보험이 그 선두에 있었습니다. 코퍼레이트 솔루션 사업부는 
제법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한 분기에 자체 성장 계획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재보험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어드민리®에서는 
그룹 전체에 중요한 자금을 꾸준히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견고한 경영실적 

그룹 전체의 경과보험료와  수수료수입은 75억 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전년 66억 달러). 합산비율은 83.4%를 기록하였다 
(전년 72.0%). 투자소득 역시 10억 달러, 그룹 투자수익률 
3.5%로서 강세를 나타냈다. 

자기자본은 31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301억 달러) 주당 
순 자산은 90.06 달러(혹은 81.43 스위스프랑)으로 증가했다 
(2013년 2분기말 84.03 달러 혹은 79.50 스위스프랑). 
3분기주당순이익은 3.12 달러였다 (전년 동기 6.33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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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재보험의 지속적인 견고한 실적; 당기 순이익  8억 7백만 달러  
손해 재보험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 순이익 1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친 8억 7백만 달러로, 여전히 탄탄한 실적을 기록했다.  
경과보험료는 40억 달러로, 대형 비례재보험 계약의 만기에 
더불어 작년대비 19.9% 증가한 숫자이다 (전년 33억 달러). 
합산비율은 지난 7월 독일의 우박을 동반한 폭풍 등 몇몇 
대형사고들로 인한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80.9%를 기록였는데 
(전년도는  예외적으로 69.3%를 기록) 과거년도의 준비금 환입을 
통해 상쇄된 결과이다. 

책임 준비금 강화로 영향 받은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재보험 손익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재보험 부문의 순이익은 1천 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전년도 1억 8천 7백만 달러). 이러한 감소는 낮아진 
실현이익과 1억 2천 1백만 달러에 달하는 호주의 단체상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강화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과보험료와 수수료 수입은 기 출재되었던 사업의 환입으로 인해 
25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전년 23억 달러). 
보험금 지급율은 84.8%로 증가하였다 (전년 79.0%). 지난 6월 
투자자의 날에 발표된 것처럼, 경영진은 스위스재보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재보험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신 사업 성장은 여전히 
성공적이였다. 

꾸준히 성장 중인 코퍼레이트 솔루션 
코퍼레이트 솔루션 사업부는 7천 1백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전년 1억 1천만 달러).  경과보험료는 7억 
9천 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5억 
8천 8백만 달러) 합산비율은 95.8%를 기록하였다 (전년 87.4%).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자연재해(허리케인)로 인해 합산비율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여러 지역과 보종에서 비교적 탄탄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0월 싱가포르 원수보험 라이센스 
취득으로 인해 판매채널이 확장됨에 따라 성장 계획이 한층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드민리®  견고한 당기 순이익 달성,  8천 5백만 달러 자금 창출 
어드민리®는 순이익 1억 5천 1백 달러, 8천 5백만달러의 자금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8억 2천 3백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나, 전년도에는 어드민리® US 
매각으로 발생한 단발성 수익 6억 2천 6백만 달러를 포함한 
것이였다.  

2011-2015년 목표달성을 위한 성공적 순항 
스위스재보험은 7억 1천 3백만 달러 규모의 선순위채권 재매입 
및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선순위채 만기 등, 부채 감소를 통해 
자본구조를 최적화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까지 차입금을 40억 달러 이상 감소시킨다는 그룹 목표에 
걸맞춘 큰 진전이다. 또한 스위스재보험은 전체 자산 중 양질의 
회사채와 기업지분 보유 비율을 높임으로써 (분기말 기준 각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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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꾸준히 자산구성의 균형을 맞추었다. 자산구성의 균형 
회복과 전략적인 단기 포지셔닝을 위한 노력은 거의 결실을 
맺어가고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유동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 이런 활동은 30억불 규모의 자본이동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룹의 CFO 조지 퀸(George Quinn)은 “스위스재보험의 가장 큰 
목표는 재무목표의 달성이며, 주주들에게 지속적이고 더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의 자본운용을 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으며, 저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이익배당과 같은 자본운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연도 마감 전에는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2013년 9개월동안 스위스재보험은 3가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평균 무위험이자율 대비 700 base point 이상의 
자기자본이익률,  주당 순이익과 순자산 그리고  연평균 10% 성장, 
마지막으로 주주 배당금이다.  
  



 

  
 

Page 4/5 

참조사항: 
3분기 실적 상세 (2013년 3분기와 2013년 3분기 비교) 

  2013년 
3분기 

2012년 
3분기 

 경과보험료 
(백만달러) 

3,951 3,296 

손해보험 재보험 순이익 
(백만달러) 

807 1,030 

 
합산비율 (%) 80.9 69.3 

 투자수익률 
(%, 연환산)  

3.2 3.6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29.4 36.6 

 경과보험료 
(백만달러) 

2,452 2,265 

생명 및 건강보험 
재보험 

   

 순이익 
(백만달러) 

12 187 

 
보험금 지급율 (%) 84.8 79.0 

 투자수익률 
(%, 연환산) 

3.6 5.8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0.9 9.9 

 경과보험료 
(백만달러) 

791 588 

코퍼레이트 솔루션 
순이익 
(백만달러) 

71 110 

 
합산비율 (%) 95.8 87.4 

 투자수익률  
(%, 연환산) 

2.4 3.0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0.8 16.6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 
(백만달러) 

281 427 

어드민리 순이익  
(백만달러) 

151 823 

 투자수익률 
(%, 연환산) 

5.0 5.0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0.3 48.9 

그룹전체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백만달러) 

7,475 6,580 

 
순이익 
(백만달러) 

1,072 2,182 

 주당 순이익(USD) 3.12 6.33 

 
합산비율 (%) 83.4 72.0 

 투자수익률 
(%, 연환산)  

3.5 4.5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4.3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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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컨퍼런스 콜 

 
스위스재보험은 중앙유럽표준시로 오전 8시 30분에 미디어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관련 자료, 2013년 ¾분기 리포트 및 조지 퀸의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는 2013년 11월 7일 오전 7시 경(중앙유럽표준시)부터 당사 
홈페이지 www.swissre.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번호로 컨퍼런스 시작 10분 전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위스에 계신 경우:      +41 (0) 58 310 5000 
독일에 계신 경우:         +49 (0) 69 2 5511 4445 
프랑스에 계신 경우:              +33 (0) 17 091 8706 
영국에 계신 경우:                      +44 (0) 203 059 5862 
미국에 계신 경우:   +1 (1) 866 291 41 66 
홍콩에 계신 경우:   +852 58 08 1769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스위스재보험은 중앙유럽표준시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의 번호로 컨퍼런스 시작 10분 내지 15분 전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만 가능). 
 
스위스에 계신 경우:   +41 (0) 58 310 5000 
독일에 계신 경우:   +49 (0) 69 25 511 4445 
프랑스에 계신 경우:  +33 (0) 17 091 8706 
영국에 계신 경우:   +44 (0) 203 059 5862 
미국에 계신 경우:   +1 (631) 570 5613 
호주에 계신 경우:   +61 28 073 0441 
 
스위스재보험에 대하여 
 
스위스재보험 그룹은 재/보험 그리고 여타 보험을 기반으로 한 위험전가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는 선두기업입니다. 스위스재보험은 직접 혹은 브로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험회사, 중대형 기업 그리고 공기업들과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기본보험 상품부터 모든 보종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스위스재보험은 자사의 
탄탄한 자금력과 전문성 그리고 혁신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86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설립된 
스위스재보험은 전세계 60여개의 지점을 통해 고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스탠다드앤푸어스로부터 AA-등급을, 무디스로부터 A+등급을, 그리고 
에이엠베스트로부터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재보험 그룹의 지주회사로 
스위스재보험 주식회사는(Swiss Re Ltd)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SREN이라는 
기호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www.swissre.com  
방문하시거나 트위터를 팔로우 해 주시기 바랍니다(@SwissRe) 

 
 

http://www.swissre.com/
http://www.swissre.com/

	 그룹 순이익 11억 달러, 자기자본 이익율 14.3% 달성
	 손해보험 재보험 순이익 8억 7백만 달러, 합산비율 80.9%로 그룹 내 큰 선전

